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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10.05.(수) 12:00

(지  면) 2022.10.0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05.(수) 08:30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팀  장 이현미 (044-203-6218)

학원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오인택 (044-203-6380)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

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

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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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 사례 】

▪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
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307분→ 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95천원 →130천원)

하여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교습비 불법 징수)

▪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습정지 7일 처분(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처분(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대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벌점 처분(거짓‧과대광고)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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