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보호SW 보급 · 확산 관련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2(인터넷 중독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관련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등 다양한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을
위한 ' 사이버안심존 ' 과 사이버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 스마트안심
드림 ' 등 청소년보호 SW를 원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가정 내 PC를 사용할 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린i -Net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SW '를 해당
사업 홈페이지(www.g r een i ne t .o r .k r ) ' 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4.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로 신청해주실 경우 학부모 ·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보호 SW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하 초 · 중 · 고교에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 가정 내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해정보 필터링SW 역시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전달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교육부, 교육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나라시스템 버전이 달라 붙임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청소년보호SW 보급 · 확산 관련 협조 요청 ' 게시글의 붙임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안심존 등 담당 : MO I BA 이선심 차장(070-8765-8312, ss l ee927@mo i ba.o r .k r )
* 그린아이넷 담당 : 방심위 반의환 차장(02-3219-5335, ban6688@kocsc.o r .k r )
붙 임 : 1. 사이버안심존 및 스마트안심드림 관련 자료
2. 그린아이넷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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