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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요원 배치 확대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선거공보 든든-01-학교 안전요원 배치 확대>

현황

2019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
(단위: 천원, 명, 교, %)

구분 설립 예산지원 배치인원 학교수 신청교 미신청교 배치율

초

공립 4,004,000  572  507  425  82 84%

사립  35,000  5  2  2   100%

소계 4,039,000  577  509  427  82 84%

중

공립 1,071,000  153  198  122  76 62%

사립  441,000  63  74  61  13 82%

소계 1,512,000  216  272  183  89 67%

고

공립  693,000  99  93  79  14 85%

사립  686,000  98  91  83  7 91%

소계 1,379,000  197  184  162  21 88%

특

공립  35,000  5  3  3  100%

사립  70,000  10  5  5 100%

소계  105,000  15  8  8 100%

합계

공립 5,803,000  829  801  629  172 79%

사립 1,232,000  176  172  151  20 88%

합계 7,035,000  1,005  973  780  192 8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미신청교 중 추가 신청학교 지원: 70,000천원 별도지원 예정

사 업 목 표

   ▢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

   ▢ 학생들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

   ▢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 안전요원 배치 확대 및 교내외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관리 선도적 대처

      -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2019년부터는 본교를 대상으로 배움터지킴이 전원 

배치하여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배움터 지킴이 배치 기준 >

학 생 수 500명이하 501~999 1,000명이상

배치기준(명) 1 2 3

      - 배움터지킴이 교내외 순찰강화로 인한 학교폭력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학교 통학 차량 안전요원 배치로 기본 안전수칙 일상 생활화

      - 유·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에 대해 통학차량 승차보조원 전원 배치

      - 통학차량 운전원 및 승차도우미 안전수칙 숙지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 강화

   ▢ 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처와 구조능력을 갖춘 동반 안전요원 지원

      - 체험학습 차량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교직원 및 안전요원 배치 강화 

      - 체험학습 출발 전 차량 사전 점검 및 운전원 음주측정 실시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교직원 안전교육 강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년 51차시 안전교육 실시  

   ▢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및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era.go.kr)

        안내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

      -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배움터지킴이 배치 
물량(교) 925 925 925 925 3,700

금액 6,629 6,629 6,629 6,629 26,516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배움터지킴이 배치
배치 학교수 

/신청 학교수×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http://www.schoolsafe.kr
http://www.safekoera.go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필요없음

기대효과

   ▢ 학교 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 학교 주변 학생 활동 공간 안전 환경 강화

   ▢ 지자체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

주관부서 교육안전과 협조부서 학교지원과 사업종류  신규사업

담 당 자 강종현(☏944) 담당자 변봉호(☏752) 재원조달 자체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