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18년 교육실시 결
과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나. 정보활용지원팀-1188('18.7.18.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안내
및 '17년 추진실적 제출 요청)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등을 '붙임1'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어린이집 등)이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부 및 관계부처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련 교
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붙임3'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18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는 '19.4.15(월)까지 온라인 실적관리 시스템(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과의존대응팀 김은정수석(053-230-1322))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실시결과를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1부.
2. '18년도 교육실시결과 입력 매뉴얼 1부.
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통합안내문 1부.

끝.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시도
교육청,광역지방자치단체,대학교, 산하 공공기관 (부설포함)
전결 02/26
주무관

조원영

행정사무관

윤희봉

정보활용지원팀장

이영철

협조자

시행
정보활용지원팀-370
(2019.02.26.)
접수 학생지원과-1497
((2019.02.26))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 joetqw@korea.kr
전화 02-2110-2976
전송 02-2110-0239
/ joetqw@korea.kr
/ 공개

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370('19.2.2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
존) 예방교육 안내 및 '18년 교육실시 결과 제출 요청)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831('19.4.2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
존) 예방교육 안내 및 '18년 실시결과 제출 재요청)
3. '18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아래
와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 2' 의 교육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교
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관 : '18년도 교육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 기관(붙임 2참조)
나. 교육 기간 : '19.10.1.(화)~11.30.(토)
다.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이수(배움나라:www.estudy.or.kr/sc)
라. 관련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과의존대응팀 김은정수석(☎053-230-1322)
4. 아울러 우리부 및 관계부처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련 교
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붙임 3'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관련 주의
최근 평생교육원 등을 사칭하며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 교육 운영 및 허위증빙 자료를 생성
해 주겠다고 접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18년 교육실시결과 입력은 마감되었으니 허위사실
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19년 예방교육 실시결과는 '20.2~4월경 조사 예정)

붙임

1. 특별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부실기관 명단(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공공기관) 1부.
3.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교육·상담 프로그램 1부. 끝.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수신자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부설포함), 대학교
전결 09/25
주무관

조원영

행정사무관

윤희봉

정보활용지원팀장

이영철

협조자

시행
정보활용지원팀-1715
(2019.09.25.)
접수 학생지원과-6717
((2019.09.25))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 joetqw@korea.kr
전화 044-202-6453
전송 044-202-6037
/ joetqw@korea.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