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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정보의 바다 빠져들면 고통의 늪

일주일에 하루 인터넷도 쉬게 해주세요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 -

인터넷 休(휴)요일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중독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 쇼핑, 심지어 도박 등으로 인한 인터넷중독은 학교생활 부적응, 수면
장애, 정서적 불안, 가족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넷중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인
터넷 중독!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休(휴)요일은 본인 스스로가 일주일에 하루를‘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날’
로 정해서 인터넷의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하루지만 인터넷 휴요일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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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休(휴)요일을 시작할 때
인터넷중독 경험담을 이야기 하다보면 인터넷을 잘쓰고 싶은 동기가 생겨납니다. 인터넷을 잘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休(휴)요일을 실천해 봅시다.
인터넷 休(휴)요일을 실천할 때에는
인터넷 休(휴)요일 실천일기를 함께 읽습니다. 인터넷 休(휴)요일을 지키기로 약속한 후, 만약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쓸지 아이디어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컴퓨터를 하지 않는 날이다.
이번주가 두번째인데 나는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컴퓨터를 안 하려니 진짜
힘들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이랑 우리 반 아이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컴퓨터 게임을 안 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를 몰래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다.
오늘이 얼릉얼릉 지나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5학년 3반 고

인터넷 休(휴)요일 일기를 쓰는 일이 어려우면, 인터넷 사용일지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지는 학교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세요. 평가하는 동안 계획적인 인터넷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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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인터넷
‘인터넷

요일’이 기다려져요

休(휴)요일을 실천하기 전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인터넷 사용습관을 되돌아봅니다.
休(휴)요일을 실천할 때에는
우리가족의 인터넷 休(휴)요일이 언제가 좋을지 함께 상의하여 정합니다. 아울러 컴퓨터 이용수칙도 함께 만들어서 실천합니다.
평소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가족 사용일지’
를 만들어두고 함께 작성하면 올바른 이용습관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가족이 컴퓨터 사용일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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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도지침
‘인터넷 休(휴)요일’
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용수칙을 만들 때에는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 등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
휴요일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 함께 식사준비하기, 도서관(미술관) 가족나들이, 가족 영화관람, 산책 등

인터넷중독, 전문가의 예방과 상담 이 필요하시면 지금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599-0075를 두드리세요
인터넷 休(휴)요일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kado.or.kr/iapc 상담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7:00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업무 안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교재개발, 인터넷중독 상담 및 심리검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상담·치료 프로그램 연구 등

www.mic.go.kr

www.kado.or.kr

http://www.kado.or.kr/ia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