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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학교 안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선거공보 든든-01-초등학교 온종일 맞춤형 돌봄체게 구축>

현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018. 4. 30. 기준)

   운영형태
구분

오후돌봄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학교 수(교) 467 469 134 148

교실 수(실) 638 638 154 159

참여학생수
(명)

12,551 13,388 2,535 2,914

*대상: 국․공․사립초등학교

사 업 목 표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 및 돌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학교돌봄 기능 강화로 처출산과 사교육 문제 해소

추진계획

   ▢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구축 및 확대

      - 오후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 수 확대

        ․ 2021년까지 최대 127실 증실, 3,175명 추가 수용

      - 돌봄 전용․겸용 교실 혁신적 리모델링 추진

        ․ 돌봄교실 시설비 1실당 최대 6,000만 원 지원

      - 오후 돌봄교실(1~2학년) 대상 학생을 3학년까지 확대 권장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매뉴얼) 개발․보급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3~6학년)을 1교 1실 이상 설치 권장

   ▢ 학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제공하여 창의․인성 함양

      - 오후 돌봄은 저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안전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고학년 특성에 맞는 예체능, 체험,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초등돌봄교실 확대
물량(실) 17 50 30 30 127

금액 510 1,000 900 900 3,31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발․보급 물량(교) 509 509 509 509 2,036

금액 3 3 3 3 12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돌봄교실 순증 교실 수/돌봄교실 
순증 요청 교실 수)×100%

100% 100% 100% 100% 10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발․보급

매뉴얼 보급 횟수 4회 1회 1회 1회 1회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필요없음

기대효과

   ▢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학교돌봄 기능 강화로 최적의 보육환경 구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저출산과 사교육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구현

주관부서 교육복지과 사업종류 계속사업

담 당 자 한익희(☏255) 재원조달
자체예산, 지자체예산

중앙정부예산, 민간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