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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가 늦어지면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도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자녀의 미디어 사용 증가가 꼽힐 만큼 이와 관련
한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구글 클래스룸 학급방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
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응답 결과에 따라 추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정 및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진단조사는 온라인 교육으로 증가된 미디어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목적을 제외한, 평
소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0년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검사 및 지원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진단조사 실시 기간 : 2020.7.6.(월) ~ 7.10.(금)
※ 진단조사 실시 방법 : 구글 클래스룸 학급방
안내에 따라 실시

※ 진단조사 QR코드
(모바일 사용시)

※ 학교(반) 비밀번호 : 2001

※ 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안내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인
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개인ㆍ집단상담,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
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척도, S-척도를 이용하
여 자녀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며 이용 정도에 따라 일반, 주의, 위험사용자군 총 3가
지로 분류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ㆍ치
료 지원” 사항 안내 및 “상담ㆍ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건강한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사용방법 지도 및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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