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참고자료
2020. 8. 21.(금) 배포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ㅇ 통신 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으로 접속 시 EBS 등 주요 교육

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4~7월까지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들에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총 모바일 트래픽량이 약 450TB(테라바이트*)

에서 약 5,000TB 이상으로, 평소의 1,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왔다.

* 테라바이트(TB):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 단위, 1GB(기가바이트)의 약 1000배 용량

ㅇ 이에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ㅇ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조치를 지속하며,

ㅇ 또한, 건전한 실내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

상담) 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 데이터요금 무과금 조치 연장 교육사이트 >

EBS
(10개 서비스*)

(www.ebs.co.kr)
교육 전문 방송으로 초중고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교, EBS 온라인클래스, 
EBS English, EBS math, EBS 방송 다시보기, 
EBS 반디(라디오), 이솦, 초목달 영어

디지털교과서 (webdt.edunet.net) 텍스트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추가된 온라인 교과서

e학습터 (cls.edunet.net) 학교수업과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강의, 평가문항 제공

사이언스ALL (www.scienceall.com) 초중고 과정의 과학실험 등을 3D 동영상으로 제공

엔트리 (playentry.org)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 코딩 체험교육

커리어넷 (www.career.go.kr)
전국민에게 직업·학과정보,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등 제공

에듀에이블 (www.nise.go.kr)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종사자들 위한 전문 
포털사이트

위두랑 (rang.edunet.net)
교사와 학생들간 온라인 학습자료 공유 
지원사이트

□ 한편, 저소득층 초·중·고교생(교육급여수급자)으로 통신3사에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 시까지

EBS 등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계획이다.

ㅇ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