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뮤지컬 인형극 및 부모 교육(비대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포니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한다.
✔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
✔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 교육개요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졌다.
■ 신청안내

・ 교육진행방법 : 가정 또는 기관에서 ‘ZOOM’ 실시간 방송 시청
・ 대상 : 유아(만4세~6세)가 있는 가정, 단체, 기관(선착순 총 500가족 내외)
・ 일시 : 2021.10.28.(목) ~ 11.24.(수) ※자세한 일정은 붙임자료 참조
・ 내용 : 유아 대상 뮤지컬 공연 및 부모교육

・ 모집기간 : 교육일 한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지역별 신청서 내 접수기간 확인
・ 신청방법 : 카카오채널을 통해 신청
① 카카오톡 검색창

→‘포니와함께’검색 또는 아래방법으로 QR코드 스캔

* 본 교육 참여시 법정의무교육이수를 위한 참석확인증(수료증) 발급 가능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실적제출에 활용] ※신청자에 한함

■ 세부 프로그램
・ 유아 교육 : 뮤지컬 공연 영상 시청 / 30분 내외
‘포니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주제)
・ 부모 교육 : 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실시간 강연 교육 / 30분 내외
② Q&A _ 강의 후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30분 내외

■ 기타자료 안내
・ 가정 내 교육을 위한 실천노트, 색칠공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 선정 시 개별 안내)
・ 부모강연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카카오톡 실행

2. 친구 탭에서 상단에 위치한

3. ‘QR코드’ 아이콘 클릭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② 채널 게시물 중 [공연신청(지역별)]란 클릭
③ 거주지역 기준 신청서 링크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하단 ‘제출하기’ 클릭
・ 선정자 발표 : 지역별 모집기간 종료 후 이메일/문자를 통해 개별통보
・ 문의처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 / 주말, 공휴일 상담 불가)
수행업체 : ☎ 1833-8699 / 이스퀘어컴퍼니(주)

4. 위 QR코드를
스캔 후 실행

‘ 함께해요!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
우주인 쪼아맨의 초대를 받아 쪼타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멜롱이네 가족!

쪼아맨 (우주인)
우주 저 멀리 쪼타별에서 살고 있는 우주인 쪼아맨!
과거 우주여행 중 지구에 불시착했을 때 도움을 받은 멜롱이 가족을
쪼타별에 초대하여 함께 지내고 있다. 말썽꾸러기 멜롱이를 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평소 스마트폰만 하려고 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말썽꾸러기 멜롱이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약속도 잘 지키는 동생 말랑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멜롱이는
스마트폰 악당들로부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쪼아맨!

멜롱이
쪼아맨의 둘도 없는 지구인 친구 멜롱이.
말썽꾸러기 성향 탓에 항상 사고를 일으키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위기에 빠진 멜롱이를 돕기 위해 포니가 있는 스마트폰 세상으로 함께 떠나게 된다.
과연 멜롱이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말랑이
멜롱이의 동생 말랑이!
멜롱이와는 다르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우는 착한 어린이다.

■ 관람 포인트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뮤지컬 공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미디 요소
및 신나는 노래, 율동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연이며,
다양한 미션을 함께 해결해가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포니
스마트폰에서 살고 있는 포니!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주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