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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장금용한, 교육연구사강민지․박수경 (☎ 044-203-6277,6370)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 연계 운영 계획 발표

- '14년 1~2학년 돌봄교실 3,983실 추가 확충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

22:00)을 제공할 계획이다.

※ 3~6학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제공('13년과 동일)

❍ 아울러,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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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

❍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

할 계획이다.

❍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

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의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은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APP 등)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녁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토록 하되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4.2월중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개발․보급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및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

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붙임 2]의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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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명-15명

으로 구성된 협의회(178개 구축 완료, '13.11)

※ 계약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돌봄 대상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

❍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등을 작성․보급하게 된다.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

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

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 돌봄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하되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

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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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1.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점 1부.

2.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금용한 과장, 강민지 연구사, 박수경 연구사 

(☎ 044-203-6277,6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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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 확대로 달라지는 점

구분 2013년 2014년

대상

초등 1~6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학생 우선

저학년 위주로 운영

 

(오후돌봄) 1~6학년(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3~6학년 :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우선 등

  ※ 연차적 확대 : (’15년) 1~4학년 → (’16년) 
1~6학년

 (저녁돌봄)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한부모,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희망자는 
맞벌이 증명 등 필요)

운영

학교 

및 

교실수 

5,784개교, 7,395실 5,911개교, 11,378실

참여

인원
159,737명 246,120명

돌봄
기관
운영

부처별 추진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한 연계 운영

비용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수익자부담(저소득층 무료)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저소득층 무료) 

운영

내용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과제지도, 간식, 학생관리) 제공

(개인활동) 돌봄교실과 거점교실 활용
(단체활동) 방과후학교(방과후강사) 연계․활용
 ※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길라잡이』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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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초등돌봄교실 확대․연계 운영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학교와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2  추진 경과 

◦ 방과후 돌봄 범정부 통합 지원 시범 운영('13.1~6, 6개 시군구)

※ 6개 시군구 단위 (서울노원, 부산서구, 경기성남, 전북진안, 전남나주, 울산울주)

◦ 단위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13.8～12)

◦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 시범운영(‘13.9～12, 78개교)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

부처공동 워크숍 개최(‘13.10~11)



- 7 -

Ⅱ. 운영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1  2013년 운영현황 

□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 (운영방식) 학교별 여건 내에서 저학년 우선, 일부 수익자 부담

(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

< '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구 분 운영시기․시간 학교수 돌봄교실수 학생수

오후돌봄교실 방과후～17:00 5,784교 (97.8%) 7,395실 159,737명

온종일돌봄교실

(오후돌봄 연장 운영)
06:30～22:00 1,459교 (24.7%) 1,927실 38,738명

※ 돌봄교실 참여율('13년)

- 학년별 구성 비율 : 1학년 45.7%, 2학년 33.1%, 3학년 10.2%, 4∼6학년 11.0%

◦ (돌봄인력) 유초중등교사․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 원칙

- 총 17,262명(현직교원 3,977명(23.0%), 외부강사 13,285명(77.0%))

◦ (예산) 오후돌봄은 보통교부금(2,518억원), 온종일돌봄은 특별교부금

(400억원) 등의 예산으로 지원

□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돌봄기관 운영규모 참여학생 수 저소득층
비율

초등학생
비율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7,395개 160천명 21.9% 100%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3,500개 107천명 86.1% 80.3%

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200개 8천명 95.2% 76.7%

계 11,095개 275천명 67.8% 85.7%

- 8 -

2  2014년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결과

□ 개요

◦ 내용 : 1~2학년 희망학생 수용을 위한 추가 돌봄교실수 조사

◦ 시기 및 대상 : ‘13.12~’14.1/전체 초등학교

□ 시․도교육청별 추가 돌봄교실 수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추가 교실수(실) 1,081 157 202 169 164 129 73 58 29

소요예산(백만원) 14,610 2,240 3,030 2,505 2,464 1,935 1,065 1,000 390

대상 학생수*(명) 35,249 10,761 8,396 10,202 6,115 7,662 5,446 1,371 3,09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추가 교실수(실) 959 121 69 95 212 201 142 122 3,983

소요예산(백만원) 14,385 1,727 1,035 1,410 3,180 3,750 2,055 1,830 59,745

대상 학생수*(명) 62,616 9,420 9,260 13,102 15,030 14,486 14,763 19,146 246,120

* 1~6학년 포함(1~2학년: 희망학생, 3~6학년은 희망학생 중 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 초등돌봄교실 표집조사 결과('13.5) ≫

◦ 학교규모별 오후돌봄 수요

학교규모 100명이하 101～300명 301～600명 601～1,000명 1,000명이상

희망학생
비율(%) 61.1 31.4 23.7 19.0 17.7

* 10명 미만 수요가 있는 학교(저녁돌봄) : 16.1% (대부분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 오후돌봄 희망 학생의 유료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희망 비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희망학생
비율(%)

74.4 69.9 64.7 66.7 60.1 61.3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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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기본 방향 >

◈ 단위학교 및 지역적 실정과 수요에 맞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 방과후 돌봄의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

◈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돌봄기관간 연계 강화 

< 중점 추진과제 >

돌봄교실 확충 

및 여건 개선

방과후학교 등

연계 운영

지역사회 돌봄기관간

연계 운영

우수 돌봄 인력 

확충

돌봄교실(전용/
겸용교실) 확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중앙 및 지역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다양한 돌봄 
인력 활용

돌봄교실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급•간식 관리

기존학교 
지원사업과 연계 
운영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고용안정 및 
전문성 제고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보급 
및 홍보 강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방과후 돌봄 
공동체 구축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등 
민간 자원 활용

교육기부 등을 
통한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체제 
마련

돌봄 관리교사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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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 계획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돌봄교실 확충 및 여건 개선  방과후학교 등 연계 운영

 지역사회 돌봄기관간 연계 운영  우수 돌봄 인력 확충  

1  돌봄교실 확충 및 여건 개선

□ 돌봄교실 확충

◦ (예산) '14년 방과후 오후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확대 설치ㆍ운영

- (1차 지원규모) 돌봄교실 1차 추가 설치 수요조사(‘14.1)를 기준으로

전국 3,197개교에 3,983실 추가 확충 추진(총 11,378실 운영)

※ '14년 3월 이후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추가 설치 지원

-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를 위해 '14년 한시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추가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국고 지원(597억)

※ 지역별 타부처 돌봄서비스 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 운영비는 지방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산정(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2013년 대비 2014년 운영 규모>

구분 2013년 2014년

대상 1~6학년 저소득층 등 우선 1~6학년(1․2학년 희망학생 모두 수용)

교실수 7,395실 11,378실(3,983실 신설)

학생수 159,737명 246,120명

◦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설치 계획'에 따라 1실 당 20명(최대

25명) 내외로 학교별 돌봄교실(전용/겸용) 추가 설치(‘14.2월중)

-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

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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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전용교실은 돌봄거점교실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 및 시설 설비의 효율성 도모

☞ 전용 및 겸용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예시) : 단위학교에 1실의 겸용

교실과 2실의 겸용교실이 운영될 경우 간식 준비, 교재 및 교구 등의 수납은

전용교실을 거점교실로 활용하여 운영

< 돌봄전용교실과 겸용교실 설치(안) >

 < 돌봄전용교실(예시) > < 돌봄겸용교실(예시) >

◦ 유휴교실을 리모델링 활용

- 교실 바닥 난방, 싱크대 등 설비 공사 

- 수납장, 낮은 책상, 침대, 소파 등 가구

- 냉장고, 찬장, 전자레인지 등 집기류 

- 컴퓨터, TV 등 

<1안> 일반교실 리모델링 활용 등

- 교실 바닥 난방 설비 공사(전체/부분)

- 수납장, 좌식 책상 등 가구류

- 파티션, 냉장고 등

<2안>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 활용 등

- 냉ㆍ난방 설비 공사(부분/전체)

- 수납장, 좌식 책상 등 

※ 시설 구축(안)은 예시로 돌봄교실 시설 및 설비는 시도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설치

◦ 돌봄 수요가 일정규모 이하(시․도별: 5~7명 미만 등)인 학교는

인근학교(거점학교) 또는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수요가 극히 적고 학교간 거리가 멀어 거점학교 운영이나 지역

연계가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마을 단위 학부모 연계 등 대책 마련

◦ 돌봄교실로 활용되는 일반교실 담임교사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학년 교사연구실 등 업무공간 확충

※ 교사연구실 확보 현황(00교육청) : 292교 중 82.9% 설치

□ 돌봄교실 안전 확보

◦ (돌봄교실 안전) 학교 내 안전관련 인력 적극 활용 및 학교주변

지구대와 협력하여 돌봄교실 운영․귀가 시간 시 순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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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돌봄교실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장치 및 교실-출입문 간의

비디오폰, 주변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 (귀가 안전 대책)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 실시

- (부모 알림서비스 활성화) 아동 출결 및 홍보 등 우수 SNS(APP 등)

알림 서비스 시스템 공모(교육부)를 통해 활용 지원

※ 돌봄전담사, 관리교사 등 책임 하에 학생 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등 학부모와의 소통 체계 마련

□ 안전한 돌봄교실 급ㆍ간식 관리

◦ (오후돌봄 간식)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학생들에게 안전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조리는 가급적

지양하고 완제품 등을 제공

◦ (저녁돌봄 급식) 학교․지역 여건에 따라 거점학교를 통한 급식,

도시락, 자체조리 등 활용

- 급식 인원 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실시

※ 시․도교육청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길라잡이」('14.2)

◦ (비용 부담) 오후돌봄 간식비, 저녁돌봄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

으로 운영

※ 저소득층 등 교육비지원 대상 학생은 전액 지원

□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길라잡이」 개발ㆍ보급

◦ 단위학교의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 안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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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구축․운영, 돌봄전담사(계약 체결 등) 운영, 타부처 지역

돌봄기관 위탁 운영 사례 및 방법ㆍ절차, 급․간식 운영 방안 등

□ 홍보 강화

◦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홍보 추진

-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돌봄ㆍ교육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추진

※ 홍보인쇄물(리플릿, 브로셔 등)제작ㆍ배포, 언론(보도자료),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부모교육)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에 대한

‘찾아가는 정책 순회 설명회’ 개최(‘14.2)

- 학교장, 지역돌봄서비스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 등) 관계자 등 대상

□ 돌봄관리교사(교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시․도교육청에서는 돌봄 업무 총괄 및 돌봄교실 관리교사 등

으로 활동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시ㆍ도교육청별로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교원성과급 반영․

전보,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수당 지급 등

2  방과후학교 등 연계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돌봄교실 프로그램)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활동과 놀이, 특기

적성 중심의 단체활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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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통합․연계 운영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저소득층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활용) 가능

※ 오후돌봄교실 희망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비율 : 68.0%('13년)

□ 기존 학교 지원사업과 연계 운영

◦ (기존 사업 활용)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도모

- (농어촌 지역)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전원학교 사업 등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는 무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

- (도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활용

□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방과후 돌봄 공동체 구축

◦ 학부모 및 지역 내 돌봄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하여 따뜻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

▪ (전북 정읍 칠보학당) 마을 단위 돌봄ㆍ교육공동체 ‘칠보학당’을 조직하여 지자체의 

운영 시설 지원, 교육청의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태산선비영농조합의 

프로그램 및 급식 운영으로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야간 온종일 돌봄 통합 운영 

   ※ 겨울방학 칠보학당 거점돌봄교실 운영(관내 학교를 벨트화하여 통합 운영)

3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연계 운영

□ 중앙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중앙 행정기관 방과후 돌봄 정책협의회*를 통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정책의 안정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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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처 간 지속적 협의회 개최(반기별 1회) 등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실장급협의회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시․도차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운영협의회 지원 활성화

* 시․도교육청주관,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국장급협의회(17개 구축, '13.11)

-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돌봄기관 이용 희망학생 배치, 사각

지대 해소, 돌봄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추진

*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과장급협의회(178개 구축, '13.11)

《 중앙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축 및 운영 체계도 》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사업결과보고
                                                   

시․도교육청
실행계획 협의ㆍ조정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실행계획 수립 ․ 시행                                                                     

 

사업결과보고
                                                                     

 교육지원청
세부실행계획 협의ㆍ조정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행                                                                     

 

                                                                     

단위학교 지역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학교와 지역돌봄서비스 기관 연계

◦ (지역돌봄 운영 계획 수립)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작성 및 보급

◦ (연계 운영) 필요한 경우 학교는 지역돌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공유 , 학교 내 돌봄교실 위탁운영 ,

시간대별 연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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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돌봄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의 타부처 관할 돌봄기관과 연계

또는 위탁운영 추진 등

◦ (돌봄기관 네트워크 운영)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네트워크 운영

※ 공동 워크숍 개최, 연 2회 이상 상호 기관 방문, 돌봄사례 공유, 컨설팅 등

□ 공신력 있는 기관 등과 연계 및 위탁

◦ 학교의 여건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사회적 기업 , 재단 , 대학 ,

사회적 협동조합 등), 학부모회 등과 연계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위탁 가능한 기관이 있는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자원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운영 사항 등 결정

4  우수 돌봄 인력 확충

□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력 활용

◦ (기존인력 활용)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정규교사 등 활용

◦ (신규인력 확보)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별 확보방안 마련

◦ (운영 방법) 돌봄교실 운영 및 돌봄 관련 행정업무 수행 등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상시전일근무) 오후 및 저녁돌봄 교실 운영 시 1일 8시간 근무

체제 확립

※ 돌봄교실이 방과후부터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 시간 설정 등

- (시간제 근무) 오후, 저녁돌봄 개별 운영,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에

따른 1일 2~4시간 근로의 경우, 시간제 근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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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체제 운영(안) 예시>

직 종 오후/저녁돌봄 운영여부 비고

돌봄전담사

오후+저녁돌봄 상시전일근무

오후/저녁돌봄
개별 운영

시간제 근무

□ 돌봄전담사 고용 안정

◦ (신분) 기존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적용하되교육직원 중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

◦ (역할) 근무시간 확대(오후돌봄+저녁돌봄) 및 돌봄관련 행정 업무

담당 등 역할 확대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체제 마련

□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

◦ (자격 기준)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

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ㆍ절차 마련

※ 무자격 강사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자격취득 또는 소정의 연수이수 등

조건부 채용 추진

◦ (연수 강화)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직무연수 계획 수립 ․ 추진

※ 돌봄교실 안전관리,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 돌봄보조인력 지원 체제 마련

◦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 대학의 봉사활동과목 운영과 돌봄

교실 연계를 위해 교․사대, 교직과목 이수, 아동 돌봄 관련학과

대학생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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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부) 퇴직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대학생 등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확보

- 교육지원청․학교 단위로 교육기부를 희망하는 퇴직교원․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방과후 돌봄 명예교사단 구성ㆍ운영

* 교육장 명의 돌봄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등

Ⅵ. 향후 추진 일정

◦ 예산 확정 및 교부(교육부 → 시․도교육청) : '14.2월

◦ 돌봄기관별 이용 희망학생 신청서 접수 : ‘14.2월~

◦ ‘14년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 '1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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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3년 시도별ᆞ학년별 돌봄교실 참여 현황 

(‘13.4월 기준, 단위 : 명)

시도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 계

서울 7,821 5,425 1,593 439 232 174 15,684

부산 2,929 2,328 1,237 729 451 303 7,977

대구 2,363 1,831 328 122 42 39 4,725

인천 3,142 2,262 560 182 87 91 6,324

광주 1,821 1,241 215 89 58 73 3,497

대전 2,458 1,656 406 129 58 83 4,790

울산 1,980 1,303 147 47 17 12 3,506

세종 298 200 58 10 6 3 575

경기 19,547 12,726 4,219 1,891 1,007 809 40,199

강원 3,144 2,579 627 306 203 235 7,094

충북 3,118 2,148 976 383 273 259 7,157

충남 4,535 3,413 850 463 398 395 10,054

전북 4,237 3,539 1,522 1,056 858 817 12,029

전남 4,667 3,695 1,141 727 541 545 11,316

경북 4,302 3,428 1,144 685 518 527 10,604

경남 5,518 4,225 1,163 495 283 288 11,972

제주 1,186 822 133 46 31 16 2,234

합계 73,066 52,821 16,319 7,799 5,063 4,669 159,737

비율(%) 45.7 33.1 10.2 4.9 3.2 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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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강사현황(명) 시설현황(실)

외부강사
(보조인력 포함)

현직교원 돌봄전용교실 돌봄겸용교실

서울 1,493 103 669 0

부산 683 72 373 22

대구 251 0 221 9

인천 628 296 295 10

광주 321 151 153 21

대전 262 22 204 5

울산 160 0 140 9

경기 4,074 1,989 1,438 190

강원 655 93 301 105

충북 430 70 251 46

충남 625 324 346 117

전북 1,209 268 441 167

전남 912 251 412 131

경북 548 242 396 91

경남 780 67 571 127

제주 208 29 91 17

세종 46 0 21 5

계
13,285

(77.0%)

3,977

(23.0%)

6,323

(85.5%)

1,072

(14.5%)

참고 2 2013년 초등돌봄교실 시설 및 인력 현황('13.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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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13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부처별 운영 현황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소관
부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여가부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09-41호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1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저학년 우선)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차상위계층
(초등4～중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운영
주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운영
방식

시도교육청 계획․
지도아래
학교에서 운영

시설 등록을 한
개인,법인 등 운영

지자체가 운영 지자체 등 운영

지원
내용

돌봄과 교육,
숙제지도,
특기지도 등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보육, 놀이 간식,
등하교(원) 동행등
돌봄

지원
시설수

7,395교실
3,500개소
(설치는 4,003개소)

200개소 215개 기관

수혜
아동

159천명 107천명 8천명 60천명

지원
예산

3억원(국비)

2,918억원(지방비)
2,518억원(보통교부)

400억원(특별교부)

1,109억원(국비)
1,041억원(지방비)

154억원(국비)
154억원(지방비)

435억원(국비)
242억원(지방비)

지원
형태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무료참여
(학운위 등 지원 대상 결정)

전액지원
지원형:전액지원

일반형:수익자부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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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돌봄】

▪  대상 : 희망하는 모든 학생

▪  학교여건ㆍ학생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

년군별 특화 운영 

▪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저녁 돌봄】

▪ 대상 :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학생   

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시간대별 수요에 따라 단위학교형, 지역    

연계형 등 탄력적 운영 

▪ 교실안전․귀가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

참고 4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유형 및 방법

1  운영 유형 

구분 프로그램 유형
지원체제

지원 인력 교실

오후 
돌봄

(방과후~
17시)

 <저학년 > 3～4시간

 단체활동 1～2시간

 개인자율활동 2～3시간

저학년 특성 고려, 휴
식 등을 위해 돌봄전용
(겸용)교실 활용 

<단체활동>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예술강사
 ․교육기부 강사

<개인활동>
 ․(저학년)돌봄
        전담사
 ․(고학년)관리교사

<단체활동>
 ․ 일반교실

<개인활동> 
 ․ (저학년)
  돌봄교실
 ․ (고학년)
  거점교실

 <고학년> 2～3시간

 단체활동 1～2시간

 개인자율활동 1～2시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거
점교실에서 돌봄 실시

저녁 
돌봄

(17시~ 
22시)

 <유형Ⅰ>단위학교형
저녁돌봄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 학교 운영 
모델  ․ 돌봄전담사

 ․ 보조인력

 ․ 단위학교 돌봄교실

 <유형Ⅱ>거점학교형
저녁돌봄 수요가 소수

이고 학교간 접근성 용
이한 지역

 ․ 거점학교 돌봄교실

 <유형Ⅲ>지역연계형

지역돌봄협의체 및 돌
봄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
영이 가능한 경우 연
계

 ․ 지역아동센터 
  인력(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유형Ⅳ>아이돌보미
          연계형

저녁돌봄 수요가 극소
수인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

 ․ 아이돌보미
  (여가부)

 ․ 가정

 <유형Ⅴ>혼합형

 (유형Ⅰ+유형Ⅱ,Ⅲ,Ⅳ)

희망 시간대 및 가용 
인프라에 따른 선택형
으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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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방법 

□ 오후돌봄

◦ (학년 특화 운영)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 저학년과 고학년의 돌봄

운영방식을 특성화하여 운영

- 1～2학년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집중지도가 필요하므로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 배치 운영(교실당 학생 20명 내외)

- 3학년이상 고학년은 거점교실(일반교실 등)에서 관리교사 배치ㆍ

운영(교실당 학생 30명 내외)

◦ (운영방식)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활동으로

구성된 돌봄프로그램 운영

- 오후돌봄 참여학생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방과후 학교 수강 후 돌봄교실 참여 가능

- 돌봄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학생 희망에 따라 유료 방과후학교

이용 가능(저소득층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활용)

* 오후돌봄 희망 학생의 유료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비율 : 68.0%

오후돌봄 운영방식

구분 현행 향후

대상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학생 희망하는 모든 학생

학년 저학년(1〜2학년) 중심 전 학년(1〜6학년)

비용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수익자부담(저소득층 무료)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간식비 수익자 부담(학교여건에 따라  

  예산범위내 무상 운영 가능)

운영

내용

돌봄교실내에서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과제지도, 간식, 학생관리) 제공

개인활동 : 돌봄교실(전담인력)과 거점

  교실(교사 등) 활용

단체활동 : 방과후학교(방과후강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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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돌봄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활동으로 구성

<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유 형 주요 내용

단체활동 음악줄넘기, 리코더, 포크댄스, 전래놀이, 축구, 종이접기 등

개인활동 과제수행, 일기쓰기, 독서활동, EBS 시청, 블록게임 등

돌봄
프로
그램 출석

확인
(10분)

↗
↘

과제수행
예ㆍ복습

(40분) ↘
→
↗

음악줄넘기
뉴스포츠

(40분)
→

간식
및
휴식

(20분)

↘
→
↗

독서활동
일기쓰기

(40분) ↘
→
↗

전래놀이
포크댄스

(40분) ↘
→
↗

EBS
시청

(40분) ↘
↗

정리
및

하교
(10분)

방과후
학교

(유료)

방과후
학교

(40분)

방과후
학교

(40분)

방과후
학교

(40분)

방과후
학교

(40분)

방과후
학교

(40분)

* 저학년 기준으로 방과후 돌봄 4시간 참여 기준

* 세부 돌봄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시간, 방법 등은 학교여건에 따라 구성ㆍ운영

◦ (기존 사업 활용)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도모

- (농어촌 지역)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전원학교 사업 등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는 무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료운영 현황(’13년) : 1,554개교(26.3%), 108,545명(3.9%)

▪ 학생수 100명 이하 1,348개교(86.7%)

- (도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활용

※ 초등학교 교복우 사업 현황(’13년) : 894개교(15.1%), 610억원

< 학교별 오후돌봄 운영 예시 >

구분 학교여건 운영방법

농어촌 소규모학교
돌봄전용교실 설치 가능한 유휴

교실이 있는 경우

현행 방식대로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돌봄 기능 수행

대규모학교

(특별교실 활용)

유휴교실 부족으로 돌봄교실 설

치가 어려우나, 특별교실 활용이 가

능한 경우

특별실(예:도서실)을 학교내 돌봄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와 연계 운영

대규모학교

(일반교실 활용)

대도시 과밀학급

유휴교실 부족으로 돌봄교실 설치가

어렵고특별교실 활용이어려운 경우

일반교실을 돌봄 거점교실로 활

용하여 방과후학교와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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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돌봄

◦ (운영시간) 저녁돌봄 종료시간은 단위학교별 실수요를 반영하여

22시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시간대별 수요 : 18시(30.9%), 19시(36.9%), 20시(20.9%), 21시(8.2%), 22시(3.1%)

◦ (운영장소) 학교․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 거점학교, 지역아동

센터 등 활용

- (단위학교형) 단위학교에서 일정수요(예: 10명이상)가 있는 경우

학교 돌봄교실에서 운영

- (거점학교형) 학교별 수요가 적은 경우 인근 2～3개 학교를 단위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예시)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등에 위탁 운영 등

- (지역연계형) 지역돌봄협의체 및 돌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아동

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연계

- (아이돌보미연계형) 수요가 극히 적고 농어촌과 같이 거점학교

운영이나 지역연계가 어려운 경우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등

◦ (급식) 학교․지역 여건에 따라 거점학교를 통한 급식, 도시락, 자체

조리 등 활용

-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상 단체급식에 해당하므로

지역의 기숙형학교 등을 저녁급식 거점학교로 활용하여 급식 조리

후 단위학교로 배송하는 방안 강구

-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거점학교 급식을 활용하되, 거점학교 급식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락 또는 자체조리 활용

* 도시락 활용 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규모가 작아 도시락 주문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묶어 공동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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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야간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 돌봄보조인력 배치 및

귀가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

- (교실안전) 돌봄전담사 이외에 대학생․퇴직교원․학부모 자원

봉사자 등 보조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전담경찰관, 자율방범조직 등과 연계하여 학교순찰 강화

*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해 저녁돌봄 시 학교출입문 패쇄, 인근 경찰지구대와 비상

연락체제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보조지원인력의 경우는 학부모,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기부 자원을 활용하고

돌봄전담사 추가 배치는 가급적 지양

- (이동안전) 거점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학생 이동 시, 이동차량

에는 돌봄전담사 등 인솔자가 동승하여 안전 관리 철저

* 이동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철저 및 안전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교 및 관리자의 책임부담 완화

- (귀가안전)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시 대리동행자 명단 사전확보, 농어촌 등 원거리 지역의 경우

통학차량 운영 방안 강구

* 방과후 돌봄 신청시, '학부모 동행귀가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돌봄 책무성 제고 및 귀가 안전 보장

* (예시) 학교통학버스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전기사 순환근무를 통한 지역 권역별

귀가버스 운영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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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4.1.27(월) 10:00

○ 장 소 : 교육부 제4공동브리핑룸

(14-1동 B105호)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 」 」 」 」 」 」 」 」 」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ᆞ연계 운영 계획」 

브리핑 예상 Q&A

2014. 1.

                  방과후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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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교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도가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 시도교육청별 추가 돌봄교실 수요 조사 결과 3,983개의 추가 돌봄

교실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국고(약 597억원)로

지원할 예정임

□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산정(’13.11)하여 시도교육청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14년 운영되는 돌봄교실(총 11,378실)에 대한

운영비는 대부분 시도에서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14.2월 확정

교부 또는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적극 협의하겠음

○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학교별로 지원되는 기타 사업비와

연계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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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수요에 비해 여유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월 한달 내에 추가적으로 필

요한 돌봄교실 확충이 가능한지?

□ 1월말까지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필요한 예산 교부계획을 시․도

별로 통지하는 등 필요 예산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여 2월초부터

시설공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돌봄교실 시설 공사기간은 20일(최장 2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학 이전에 추가 돌봄교실 시설 구축을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지역의 경우 유휴교실 부족 등으로 전용 돌봄교실 설치가

어려운 학교는 저학년(1~2학년)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교실로 겸용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기존에 설치된 전용교실을 돌봄 거점 교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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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학생 수 증가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돌봄

전담인력(돌봄전담사) 확충 방안은?

□ 신청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돌봄교실 구축을 통해 종전처럼

1교실당 기준인원 2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며

◦ 시간대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20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돌봄교실 학생 관리를 위해 돌봄교실 출결 등을 우수 SNS

(스마트폰 APP등)알림서비스 시스템 공모(교육부)를 통해 돌봄교실

학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돌봄전담사는 유초중등교사․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13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7천명의 돌봄교실 운

영 인력이 있음

◦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돌봄인력은 기존 돌봄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돌봄전담사 등은 시도별 계획에 따라

확보토록 할 계획임

※ '13년 현황 : 17,262명(현직교원 3,977명(23.0%), 외부강사 13,285명(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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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간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 ’13.11월에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178개)를 통해 학교 및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 또는 위탁 운영토록 하였음.

○ 지난해, 부처 공동 권역별 워크숍('13.10) 시, 배포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운영 매뉴얼」을 통해 지역돌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 연계 운영 등이 이루어

지게 됨

○ 2월중에 학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 지역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음

○ 아울러,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부처공동

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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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축(예시) 

□ 00교육지원청 지역돌봄운영협의회 

연번 소속 기관명 소속과 직책(공무원)
직책(민간위원)

비고 추천기관

1 OO교육지원청 OO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위원장 OO교육지원청

2 OO시 OO시여성가족과장 위원 OO시

3  OOOO초등학교  OO초등학교 교장 위원 OO교육지원청

4 OO초등학교  OO초등학교 교장 위원 OO교육지원청

5 OO시 지역아동센터 OO시 지역아동센터 대표 위원 OO시

6 OO시 지역아동센터 OO시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위원 OO시

7 OO시청소년수련관  OO시청소년수련관담당 위원 OO시

8 민간 (전)OO도 교육연수원장 위원 OO교육지원청

9 OO시 이통장연합회 OO시 이통장연합회 지회장 위원 OO교육지원청

10 OO교육지원청 OO교육지원청 장학사  총무 OO교육지원청

□ OO교육지원청 지역돌봄실무추진팀 

연번 소속 기관명 소속과 직책(공무원)
직책(민간위원)

비고 추천기관

1 OO교육지원청  OO교육지원청장학사 담당 OO교육지원청

2 OO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담당 주무관 담당 OO시

3 OO조례초등학교  초등학교담당교사 담당 OO교육지원청

4 OO풍덕초등학교  초등학교담당교사 담당 OO교육지원청

5 OO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협회장 담당 OO시

6 OO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장 담당 OO시

7 OO시평생학습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위원 담당 OO시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관련 보도 사례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개최(연합뉴스보도자료,

2014.1.22)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122141112502

○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방과후 돌봄 확대 운영 대처 방안 모색(연합

뉴스보도자료, 2014.1.24)

※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1241123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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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방과후 돌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및 참여비

율은 어떻게 되는지?

□ 지난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13.12~'14.1) 결과* 1학년은 114천명, 2학년은

72천명이 희망하여 1학년 전체 학생의 24.3%, 2학년 전체 학생의

16.6%가 방과후 오후 돌봄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결과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4년 희망학생수

('13년 이용학생수)

114,164

(73,066)

72,301

(52,821)

33,018

(16,319)

14,069

(7,799)

7,770

(5,063)

4,798

(4,669)

246,120

(159,737)

희망학생비율 24.3 16.6 7.9 3.1 1.6 1.0 9.1

※ '14년 1-2학년은 희망하는 모든학생, 3-6학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오후돌봄 희망 학생

◦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교실 추가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597억원)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방과후 돌봄을 제공할 계획임

※ 추가 확충 규모 : 3,197개교, 3,983실 추가 구축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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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수요조사 이후 추가로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지난 수요조사에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입생이 입학 후에 희망할 경우) 그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 수용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 2차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임

7. 돌봄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학생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

에서 숙제, 독서, 놀이 등 자율활동과 다른 학생과의 유대감, 친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함께 참여하는 단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을 감안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임

※ < 참고 > 오후돌봄 희망 학생의 유료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희망 비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희망학생
비율(%) 74.4 69.9 64.7 66.7 60.1 61.3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