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3-다-1)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현황

   ▢ 농산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 지원 기준: 학급당 200만원 지원

      - 2019년도 지원 계획: 예산액 9,878백만원(4,939학급 수 기준)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 대상: 도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지원 대상자 선정 중위소득 60%)

      - 지원 기준：1인당 60만원 지원

      - 2019년도 지원 계획: 예산액 9,460백만원(19,449명의 집행률 80% 기준)

사 업 목 표

   ▢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창의성 신장, 

잠재능력 계발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추진계획

   ▢ 지자체와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 및 자유수강권 확대

      - 농산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금액 확대(학급당 200만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1인당 60만원)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중위소

득 범위 확대(50% → 60%)

   ▢ 우수 강사 인력풀 구축 및 강사검증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개선

      - 현행: 구인(학교측) → 개선: 구인(학교측) + 구직(강사측)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물량(학급) 4,951 4,939 4,939 4,939 19,768

금액 7,921 9,878 9,878 9,878 37,55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물량(명) 19,760 19,449 18,449 17,449 75,107
금액 7,453 9,460 9,460 9,460 35,833



※ 학급수, 학생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읍,면 지역 지원 학급수/
읍,면 지역 초,중,고 학급수)×100% 100% 100% 100% 100% 10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동 지역 지원 학생수/
동 지역 지원 신청 학생수)×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필요없음

기대효과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확대로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가능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중위소득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주관부서 교육복지과 사업종류 신규사업

담 당 자  박재영(☏254), 이혜진(☏258) 재원조달 자체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