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실천하는 모두가 행복한 삼미교육가족”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 안내

담당 과학정보

☎ 031-378-1709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학교 및 가정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 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스

마트폰 관리 주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상 : 본교 학생 및 학부모님

2. 시기 : 2022.6.13.(월) ~ 2022.6.17.(금)

3. 방법 : 스마트폰 관리주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칙 정하기, 함께 정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가족 모두 숙지하고 지키
도록 노력하기, 스마트폰 관리 어플 설치하기 등

4. 관리주간 동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우리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수칙 의논하기

◎ 스마트폰 바르게 이용하기 서약서 쓰기 
◎ 관리주간 동안 가족서약서 작성 후 가정에 게시
◎ 가족과 상의하여 스마트폰 관리 어플 설치하기

스마트폰 없이 가족과 
시간 보내기

◎ 산책, 공연관람, 보드 게임, 운동 등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기
◎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기

스마트한 건강체조

◎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건강상의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체
조를 하며, 몸의 긴장 상태를 풀어보기

   ‣ 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체조
   https://www.youtube.com/watch?v=qKWKXFEy9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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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미 초 등 학 교 장

https://www.youtube.com/watch?v=qKWKXFEy9Gs


가족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관리 주간
하나, 왜 걱정해야 할까요?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스

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 없이도 스마트폰 게임 즐겨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이를 만났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선생님의 인사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작년만 해도 열심히 공을 굴리며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던 아이인데 지금은 

바닥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1. 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 자제력이 약함.

2. 요즘 부모도 함께 하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거리낌이 없음.

3. 성장기 아이들의 시력 저하 및 전자파 흡수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유해성이 우려됨.

4. 기억능력 및 사고능력 저하, 주의력 집중력 악영향.

5. 게임 및 카카오톡의 잘못된 사용으로 또 다른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

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스마트폰 구입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 방과 후 아동의 안전귀가가 걱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가 스스로 자제하고 조

절하는 능력이 성숙될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금지보다는 절제 –스마트폰 사용수칙을 정하기

<예시> 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함께 지킨다.

②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일정한 장소에 함께 둔다.

③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식사시간이나 대화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일주일에 한 번은 TV와 컴퓨터가 쉬는 날을 정한다.

⑥ 불필요한 게임, 카카오톡, SNS 앱은 삭제한다.

셋, 함께 실천해요.
  다음 공란에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 우리 가족이 정한 사용수칙을 적어 봅시다. 자녀가 스

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 또는 부모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적절

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 우리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

✔ 중독은 무의식 중에 생깁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습관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 

➣

➣



< 가족 서약서를 작성해보고 스마트폰 관리주간 동안 가정에 게시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바르게 이용하기 가족 서약서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휴대폰, PC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이용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밤 (   )시가 넘으면 스마트폰(PC)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3.                                                

(※가족이 함께 모여실천규약을 정합니다.)

2022 년  6 월      일

가족 서약자:   이름                (인)

가족 서약자:   이름                (인)

가족 서약자:   이름                (인)

가족 서약자:   이름                (인)

학생 서약자:   이름                (인)



국내 자녀 핸드폰 관리 주요 앱 현황(안드로이드)

연번 개발자 앱 아이콘 앱 이름
(설치수) 특 징

1 Google LLC
FAMILY LINK
(50,000,000+)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앱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앱 허용 또는 차
단
-자녀의 위치 확인 

2 Mobile Fence
모바일펜스
(1,000,000+)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자녀 위치, 안전지역 이탈
시 알림
-앱 모니터링 서비스
-통화 차단, 유해 사이트 사용 차단

3 SK TELECOM
ZEM

(500,000+)

-자녀 안심존 설정
-아이와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전화, 문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조절, 현황 조회
-자녀 위치 검색, 유해 사이트 및 컨텐츠 자동 차
단

4 K I W I P L U S
키위플레이
(100,000+)

-케릭터 테마 선택가능한 앱으로 키즈폰 전용 앱
-실시간 위치 보기, 아이의 일정 기반 위치 설정과 
알림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시 경고

5 SK TELECOM
청소년안심팩
(100,000+)

-SK텔레콤 청소년 가입자용, 스마트폰 사용시간조절
-자녀 위치 검색, 유해 사이트 및 컨텐츠 자동 차단
-보행 중 사용, 휴대폰 결제 등 안심 차단

6
K T

Corporation

KT 
자녀안심폰
(100,000+)

-500만개 유해사이트, 앱 자동 차단
-자녀폰 게임, 메신저 등 앱 시간 조절 및 개별 차
단
-자녀폰 실시간 원격 관리

7 J i r a n S o f t
엑스키퍼
(100,000+)

-자녀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특정 시간대의 사용 잠금
-유해 동영상, 사이트, 앱 자동 차단
-휴대폰 앱 결제 등 차단

8  Good Parents
 스카이홈
(10,000+)

-허용된 앱만 노출되는 홈화면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위한 스크린타임 제한 기능
-가족에게 바로 전화걸기 기능
-보행중 사용차단, GPS 위치추적 기능

자녀 핸드폰 관리 주요 기능 (아이폰)

연번 개발자 아이콘 기능이름 특 징

1 apple  스크린 타임

- 애플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녀 계정을 

추가하여 활용

- 앱 시간제한, 앱 구입차단, 대화상대 제한, 핸드

폰 사용 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