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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이 함께하는 2019국민행복 IT경진대회 개최 안내 >
□ 경진대회 개요
● 행 사 명 : 『2019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 응시 부문 
- 장애인: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4개 부문 - 고령층: 1부문(75세 이상), 2부문(65~74세)
- 장년층: 장년층(55~64세)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 응시 시험 - 장애인부문: PC 활용한 시험
- 고령층1부문/2부문, 장년층부문, 결혼이민자부문: 모바일(스마트패드 등) 활용한 시험 ● 응시시간
- 고령층(1‧2), 장년층, 결혼이민자 부문은 60분을 원칙으로 함 - 지체‧지적 장애인은 중증(1~3급) 70분, 경증(4~6급)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하지지체 장애인 50분, 보조기기 사용시 10분 추가 - 시각‧청각 장애인은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기기 사용시 10분 추가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정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역)예선대회
● 일정 - 시험접수(온라인): ‘19. 5. 27(월) ~ 6.14(금) 
※ 접수사이트: find.nia.or.kr - 예선대회: ‘19. 7. 17(수) 10:00 ~ 12:00 / 14:00 ~ 15:00
※ 오전: 장애인 부문, 오후: 고령층1‧2, 장년층, 결혼이민자 부문 ● 장소: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정장소 (복지관 등 320여곳)
● 대회방식 - PC기반(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이 선택한 시험 장소에서 대회 사이트(find.nia.or.kr)에 접속하여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
- 모바일기반(고령층 1‧2부문, 장년층·결혼이민자): 응시자는 본인이 선택한 시험 장소에서 가져온 모바일 기기 (1대만 가 능)로 대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
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
□ 본선대회
● 응시 인원 : 부문별 예선 통과자 총 332명 ※ 장애인 124명, 고령층 112명, 장년층 56명, 결혼이민자 40명
● 일정 : ‘19. 10. 1(화), 10:30~17:00 ● 대회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효창동 소재) 
● 대회방식 - (시험) 부문별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대회 사이트에(find.nia.or.kr) 접속하여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
- (부대행사) 신기술(키오스크, 드론 등) 활용한 시범경기, 레크리에이션,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체험‧상담, 신기술 체험 부스운영 등
※ 시범경기, 레크리에이션 등 부대행사 내용 및 범위는 추후 과기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이며, 시범경기 참가자는 추후 지자체 협조‧추천을 받아 모집 예
정
● 시상내역(56점): 국무총리상 3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8점,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8점, 후원기관 기관장상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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