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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선 방안 교육복지
선진국의 문화 예술 체육 돌봄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석 성정민

요약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프로그램이 교과 보충학습지도 및 교실 내 보
호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돌봄교실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
육복지 선진국의 문화 예술 체육 중심의 돌봄 융합프로그램을 운영 방안을 탐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체육의 활동 중심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즉 돌봄교실이 아닌 돌봄학교로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다 이를 위해 운동장 체육관
대형 교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통
합하고 학교의 여건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조사하여 소수 의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
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돌봄교실은 돌봄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과 구별
되는 고학년 대상의 별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문화 예술 체육 돌봄 돌봄학교 지역사회 돌봄
Abstract
The current After School Programs in many Korea’s elementary school are consisted of drilling courses
of study and care-for in classroom. This is why many children do not want to go there.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developed countries' ASP integrated with culture, art and gymnastic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f Daycare classroom program is operated with culture, art and gymnastics programs, it
should be enlarged to school wide program. ASP needs to enlarged to classroom to gym, playground,
cafeteria etc. Second, ASP and daycare program need to be merged into a few ASP integrated with culture,
art and gymnastics. The programs needs to operated by free or cheaply in which many children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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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부 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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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Third, Daycare classroom program should be enlarged to community daycare program of
juvenile education centers. Last, Separative ASP for higher grade students is need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highly.
Keywords : daycare program, ASP, culture·art and gymnastics program, school wild ASP, community
based ASP

서론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후 확대되고 있다 년 기준 전국 개 학교
개 교실에서
만 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중 개 학교가 야간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을 운영하였다 년 기준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에 대하여 환영과 우려
가 교차하고 있다 우려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돌봄 서비스가 기존의 숙제지도 및 교과보충학습
위주의 단순한 돌봄 기능을 넘어서는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과 공부와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원어민 영어 과학
실험 해법수학 주산 역사 한자급수 독서논술 컴퓨터 미술 등 교과 공부가 방과후에도 계속 이
어지고 있다 특기 적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로봇교실 냅킨아트 디저트 요리 바둑 비누제작
서예 등 주로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택견 댄스 농구 축구 등 교실 밖에서 활동
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이며 그나마 신청자도 적은 편이다 더욱이 농구나 축구 등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토요일에 한번 운영된다 학생들이 주중에 마음껏 뛰어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시간 프
로그램 등이 모두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돌봄 교실 프로그램은 숙제지도 교과보충학습지도가 대부분이며 독서 특기 및 적성활
동 안전지도 등 주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았다 학생들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숙
제를 하거나 집에서 가져온 문제집을 혼자 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일부 학생들이 숙제나
자습을 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잡담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
는 모습이다
놀이 활동이 돌봄 프로그램에 많지 않지만 교실 안에서 주로 벌어졌다 당연히 좁은 교실 안에
서 마음껏 뛰어 놀기 어려울 것이다 가끔 운동장에서 배구 족구 피구 등의 구기 종목이나 체조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다 교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 밖에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극히
드물며 주로 교실에서 관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연히 아이들은 돌봄교실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 보충학습지도 및 교실 내 보호 활동 중심의 기존의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놀이를 포함하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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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새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행복한 학
교 만들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교육복지 선진국의 방과후 돌볼활동 현
황 모델 프로그램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국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사례를 심층적
으로 조사하였다

교육복지 선진국의 문화 예술 체육 중심의 돌봄 융합프로그램 사례
방과후 학교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이 우리의 경우와 달리 구분이 되지 않고 융합적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신청자를 중
심으로 운영되고 돌봄교실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되어 양자가 구
분이 확연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양자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이 문화 예술 체육의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교교육과정
과 연계한 교과 학습이나 숙제지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았다 아래는 교육복지 선진국
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요약한 것이다
스웨덴 미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들은 하루 시간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
며 방과후학교에서는 노작교육과 예술 체육교육을 유달리 강조한다 또한 음악실에는 각종 악기
구비 다양한 분야 활동이 가능한 미술실 첨단 조리실 실험 실습실 목공실 공작실 등도 잘 구비
되어 있다 아동들이 원하는 운동을 자유롭게 하기위해 체육관에도 거의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독일 종일학교 온종일학교라고도 불림 에서 학생들은 오전에는 교과학습을 하며 오후에는 특기
적성교육 프로젝트 학습이나 선택학습을 한다 종일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따로 도입하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부엌 체육관 도서관 컴
퓨터 실 다양한 게임과 휴식 공간 축구 코트 및 야외 시설과 프로젝트 작업 공간 그리고 숙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작은 연구팀이나 과학자의 집에서 주제 연구 활동이나 과학적
인 세계를 탐구할 수도 있고 교사에게 역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방과후학교는 아
동들을 위해 정기적인 이벤트도 가진다 인형극 음악 공연 마술 쇼 등의 공연을 하면서 참가자들
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촉진 시키고 읽기 및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해 등급 수준별로 독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언제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독일 바세르투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호르트에서 운영하며
년 현재 명의 아동들이 참가하고 있다 부모는 형편에 맞게 오전 시에서 시 분 오후
시 분에서 시 혹은 오후 시 분에서 시까지의 시간대에 아동을 방과후학교 활동에 등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부엌 체육관 도서관 컴퓨터 실 다양한 게임과
휴식 공간 축구 코트 및 야외 시설과 프로젝트 작업 공간 그리고 숙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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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작은 연구팀이나 과학자의 집 에서 주제 연구 활동이나 과학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도 있
고 교사에게 역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방과후학교는 아동들을 위해 정기적인 이
벤트도 가진다 인형극 음악 공연 마술 쇼 등의 공연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촉진 시키고 읽기 및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해 등급 수준
별로 독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언제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온종일학교나 호르트에서의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하며
방과후학교의 활동 공간은 아동의 흥미와 개성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적인 공간이면서 언
제든지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통해 돌봄과 교육 그리고 신체적 활동을 동시
에 지원하는 교육적인 공간이다
영국 우들리 초등학교
의 방과후 활동 공간은 장소 접근성과 이동성이
효율적이며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한다 방과전 돌봄을 받는 학생들은 오전 활동
이 마무리 되면 학교 내의 정규교과에 참여하고 정규 학교 교육이 종료되면 같은 장소에서 부모들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까지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받는다 주로 제공되는 프로
그램은 상상놀이 예술 공예 흙 놀이 다양한 신체활동 게임과 수수께끼 활동 간식과 음료 제공
등이며 실내 활동은 교사 한 명당 학생 명 야외 활동은 교사 한 명당 학생 명으로 구성되어 안
전하고 즐거운 방과후 활동을 보장받는다
영국 엘링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민간 돌봄기관
에서 학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학교 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운영한다 운영 기관은 학생을
모집하여 돌봄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교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민간 돌봄기관에서 운영
하는 방과전후 활동의 목표는 학생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재미있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돌
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후 클럽활동에 신청을 한 학생들은 정규 교과가 종료되는 즉시 집합하
여 방과후 학교 클럽 장소로 안내되며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술과 공예 요리 공동체 게임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 댄스 숙
제지원 등이 있다 방과후 클럽 활동에서는 영양이 가득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미국 배로우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며 비어있는 정규교실
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교실 카펫에 앉아서 삼삼오오 놀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며 지루
하면 복도에서 뛰어놀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실이 우리보다 배 정도 크며 복도의 폭도
배정도 넓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학교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숙제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사가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숙제를 봐주기도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거의 매일 학생들
은 교사와 함께 운동장 농구장 놀이터 체육관 등에서 뛰어논다 영어 과학실험 수학 역사 독
서 고전어 등 교과 공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다만 미술 점토나 비누 만들기 풍선예
술 등의 특기 적성 강좌는 있으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기관 프로그램이다
미국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영양 있는 간식 농축적인 수업 여가 활동과 숙제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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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이 있다 의 사친회 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교실을 제공하
고 있으며 학생들은 사친회가 매 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서커스 힙합댄스 장기 영국 전통 춤인
모리스댄스
하모니카 드럼 기타 레고 도예 스페인어 컴퓨터 미술 그리고 요가
를 선택하여 활동한다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일정 기준에 의해 방과후학교 비용을 감액받기도 한
다
미국 프란치스 와이먼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유치원부터
학년까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용 출구 주방 전용 욕실과 컴퓨터가 구비된 지정 구역을 사
용하며 학년부터 학년 학생은 학생 식당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장소들은 학생들이 체육관 컴퓨터실과 학교운동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창의적 연극 컴퓨터 스포츠 활동 동물모험 과
자 만들기 과학체험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적이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일기가 나쁠 경
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분 이상은 야외 체육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음료와 간식도 제공되며 프로
그램 활동과 간식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월 단위로 포함되어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 마티어스 초등학교 돌봄 활동 프로그램 역시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놀이와 신체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돌봄 센터의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연이나 사물의 탐구 관찰 교사가
지도하는 활동 스스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활동 독서 뜨개질 등 명상적인 활동 요가 휴식 등 그
리고 야외 활동가 상호 결합된 놀이 등이 있다
선진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특별 프로그램은 학
교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
나 학교안이 아닌 학교 밖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학교안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공간활용에서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돌봄교실이 학교마다 개 있고 돌봄교
실 프로그램은 주로 교실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방과후 빈 공간 교실 체육
관 음악실 과학실 복도 식당 운동장 등 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
었다 자연히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은 공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국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참여의 만족
도가 높은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좁은 돌봄교실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학생들이 답
답하고 지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고 만
족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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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체육의 활동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즉 돌봄교실이 아닌 돌봄학교 로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다 교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하기 어렵다 활동
중심의 문예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벽을 넘는 돌봄
학교 라는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 은 교실보다 학교 전체를 활동 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돌봄학교로 확장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프로그램
과 충돌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만약 돌봄
학교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돌
봄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돌봄학교 프로그램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되어
야 한다 현재의 돌봄교실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의 방과후 특
기적성 프로그램과 충돌하게 된다 같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누구는 수익자 부담으로 누구는 무
료로 배운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형성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특기적성프
로그램 역시 무료로 운영한다면 국가와 학교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서 동시에 무료로 운영한다면 역시 국가와 학교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
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기존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새로운 돌봄학교 프로그램
을 통합하고 현재 많이 개설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를 소수 로 줄이면서 무료 혹은 저렴
한 비용 로 운영하는 것이다
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통합이 필요

돌봄학교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무료(혹은 저렴한 비용)
방과후 수익자 돌봄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우선 배려 형평성 문제 제기됨
학교 부담 하는 기본 취지에 위배
특기 무료 돌봄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우선 배려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무
적성 (혹은 하는 기본 취지에 위배
료로 하면 재정적 부담 초
프로그 저렴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면 재정 래
램 비용) 적 부담 초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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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을 넘어 돌봄학교로 확대되고 더욱이 문화예술체육 활동 중심으로 돌봄학교가 운영되
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시설 및 공간은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뛰어 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넓은 개의 운동장이 아닌 작은 소운동장 여려 개
가 필요하며 우리의 표준교실보다 배 큰 교실도 필요하다 또한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복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이 경우 돌봄교실 돌봄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우수학교를 조사하고 현장방문한 결과 이들 우수학교는 국고 지
자체 및 기업 등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질 좋은 프로그
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
었으며 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들만의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많은 농산어촌의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돌
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많지 않았으며 질도 낮은 편이었다 문제는 농산어촌의 열악
한 가정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특기적성이나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
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농산어촌보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나
아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어도 참여 학생이 있으나 농산어촌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고 교과지도라는 명목하에 숙제지도
종이접기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안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경우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사설학원 프로그램이 제공
이 되나 농산어촌의 경우 그렇지 못하므로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다
현재의 방과후학교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공교육의 일환이 아니고 사교육 업체가
학교내로 들어와 영리활동을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특기적성프로그램의 강사들에
게 교육은 봉사가 아닌 생계의 수단의 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 역시 사설학원보다 저렴하지만 상
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다양하
고 좋은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둘째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학교의 여건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조사하여 소수 의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보다 선택의 폭은 좁으나 무료로 운영될 경우 참여학생수도 많고
사전수요조사 등을 하여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되는 경비는 국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학교운영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적으므로 국고나 학교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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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강사를 고용하여 프로그래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현장의 교사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유는 현장교사들은 담임이나 교과수업으로 이미 학생들의 성향과 특기적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꼭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과까지 생길 것이다 현장교사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정규교육과 단절된 방과후학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까지 맡기는 것은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상쇄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절한 강사료를 지원하거나 교원평가
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현직교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면 시간당 만원
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직에서 봉사정신이 우선
이나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즉 교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익자부담으로 하여 학생들이 낸 비용으로 해당 교사의 인건비와 강사료를 충당하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중고교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보충수업이 운영된
것이 오래되어서 학생들이 낸 비용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정서상 큰 부담이 없으나
초등학교에서는 그러한 전례가 거의 없으므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고
나 학교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효과적이고도 바람직한 돌봄교실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돌봄교실은 돌봄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기능은 전통
적으로 학교의 기능이 아니었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이었으며 과거 농산어촌에서는 지역사회 마
울 도 아이들의 돌봄을 일부 담당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기능
아 무너졌으며 도시화로 농산어촌의 커뮤니티 역시 무너졌다 현재로서 학교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최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쉽
게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
데미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
으나 기능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과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센
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이 경우 학생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과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나 서로가 문제해결 지향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렵
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돌봄교실 운영의 인적 물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다 학생이 참여하는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지도강사 시설 등의 여러 측면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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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역 소재 교대생 및 사범대 학생들을 외부강사 겸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교육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돌봄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육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수동은 일본의 방과후 교실과 연관된 지역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돌봄교실과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본은 종래의 자연발생적 지역 개념보다는 학교구와 같은 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역을
만들어 지역교육력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조하여 지역교육력
을 높이고 이를 학교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경우 그동안 학교와 지
역사회 사이의 벽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와 연계는 생소하였다 그
러나 최근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장은 지역의 교육에 적극적이고 구
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지역사회를 교육적으
로 연계하는 연결고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저녁돌봄부터 지역사회로 기능을 환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교육
청이 저녁돌봄을 지역청소년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전세계적으로 저녁돌봄
을 실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것은 학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둘째 학년과 구별되는 고학년 대상의 별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돌봄교실 우수학
교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 결과 학년의 경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학년 학생들
역시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유는 현재 운영되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저학년과
고학년을 차별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숙제지도
종이접기 벌룬아트 등을 돌봄교실에 운영하는 이유로 고학년 학생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
루해 하였다 학년의 혼합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사춘기를 시작하는 고학년 학생들은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따라
서 고학년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돌봄교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고안이 필요하
다 먼저 저학년 대상의 돌봄교실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별도 공간확보가 어렵다면
도서관 기타의 일발교실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운영방식으로 명 정도로 그룹을 만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모둠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고학년 대상 돌봄교실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학년이 사춘기 시기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명칭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행복교실 로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별도의 명칭과 공간에 걸맞게 고학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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