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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을 제안하는 것임. 초등돌

봄의 정책 현황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 초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특징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초등돌봄 체계 구축의 편차를 줄이고, 지자체와 학
교의 협력적인 초등돌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자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사
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다만, 지자체마다 규모와 환경이 다르고, 지역별로 초등돌봄 현황과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특성을 아우르면서 적용할 수 있
는 범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서 원도심인 읍면 지역과 신도심인 동 지역의 특성 및 차이가 비교적
극명하게 대조되며, 인구 35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특성을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
서비스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측·확인하고자 함.
▢ 연구결과로 도출된 운영모델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시범 적용을 실시하고, 실증

적 성과에 근거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초등돌봄 현황 분석) 중앙정부의 초등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과 세종시의 초

등돌봄 현황을 살펴봄.
▢ (초등돌봄 운영 사례 분석)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운영 사례를 조

사·분석함.
▢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 분석) 수요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 초등돌봄의 실태와

욕구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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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및 역할 분석) 초등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원의 강점과 역할을 모

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에 관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함.
▢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모델 개발의 기본 원칙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을 검토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
으로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초등돌봄 정책 및 사업, 수급 현황,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수요 실태 및 욕

구, 사회서비스원의 개념 및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선행연구
등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함.
▢ (사례조사) 국내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FGI, 서면조사, 선행연구 및 홈페이지의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함. 해외
초등돌봄 운영 사례는 선행연구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살펴봄.
▢ (심층면접조사) 초등돌봄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욕구를 확인하고자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

함. 초등돌봄 운영과 개선사항, 수요자 관련 사항, 연계·협력 현황, 지원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를 병행함.
▢ (델파이조사) 초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

장 및 학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이메일 조사 방법으로 의견을 수집
함.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의견을 토대로 구성한
객관식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동의 정도는 평균점수
와 의견 합의도 및 CVR 값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방법, 개발된 운영모델의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

모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함.
▢ (정책연구실무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담당부처

및 담당자와 연구진 간의 실무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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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초등돌봄 현황 분석
▢ 중앙정부 초등돌봄 정책 현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 생태
계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별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 등 돌봄기관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초등돌봄 공급의 격차로 인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
며, 초등돌봄 제공기관별 서비스의 질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함.
또한 학교와 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명확화, 지역 돌봄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을 위한 중간조직의 활성화,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와 고용의 질을 담
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등이 요구됨.

▢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


세종시는 원도심인 읍면 지역과 신도심인 동 지역 간의 특성과 차이가 비교적 분명한 편
임. 인구구조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동 지
역은 아동 인구가 많아 보육 및 초등돌봄, 교육 등의 욕구가 높은 편임.



지역별 초등돌봄 제공기관의 분포는 동 지역이 39개소로 가장 많고, 면 지역이 21개소, 읍
지역이 11개소 순임. 읍면 지역은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은 반면, 동 지역은
맞벌이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로 설치됨. 지역에 따라 돌봄기관의 건축물 유형과
접근성, 초등학생 수 대비 돌봄기관, 초등돌봄교실의 전담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의 편차를
보임. 면 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과 생활기반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수가 적더
라도 돌봄서비스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음.



세종시의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1.9%
였고, 이 중 대다수는 13시부터 17시까지의 돌봄을 원했으며(65.3%), 저녁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19.1%, 수업시간 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15.6%로 나타남.



세종시의 이러한 특성은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의 중요성과 더불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의 특성 및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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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돌봄 운영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지역 내 초등돌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조직의 구축·운영이
유용할 수 있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례는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에서 중간조직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시사함.



농촌형 돌봄기관과 도시형 돌봄기관의 운영 방식은 초등돌봄 수요와 인프라 등의 물리적
환경,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위상 및 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지역 특성은 초등돌
봄의 수요 및 공급과 직결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를 통해 공적 돌봄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새로운 수요의 창출 가능성을 확인함.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해외 사례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은 주 및 준주정부, 시 단위 등 지역 차원에서 초등돌봄에 관한 기준
과 관련법 및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일
본과 미국 테네시 주 등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초등돌봄의 장으로 활
용하고, 해당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상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호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돌봄 인력 및 프로그램,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질 관리 규
정을 마련하고 있음.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질 관리 노력은 지역사회 전반의 돌봄서비
스 질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아동의 연령과 욕구에 따라 학교 일과 전 오전 틈새돌봄, 저녁시
간 연장 운영 등 돌봄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일상생활과 학업 측면에서의 폭넓은 프
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함.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서비스의 내
용과 운영 방법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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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 분석
▢ 초등돌봄서비스 수요 실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주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고, 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
한 욕구는 매우 다양하게 확인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
역 차원에서의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아울러 학교돌봄에 대한
선호와 돌봄기관 선택 기준 등을 토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됨.



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참조사항이 될 수 있음. 돌봄서
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지역 여건 및 돌봄역량에 따른 편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시
간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초등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
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 및 욕구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실태와 욕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 3가지 범주와 13개의 주제가 도출됨(<요약표-1>).

<요약표-1> 현장 전문가가 인식한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현황과 개선사항
범주

주제
 다양한 초등돌봄의 운영 형태
 대상 연령을 고려한 돌봄의 장단점

지역사회 초등돌봄 현황

 아동, 보호자 욕구 다양해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운행 필요
 인력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 열악해
 기관별 연계 편차 커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프로그램 강사 연계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급·간식 제공을 위한 연계 필요
 학교와 지자체 협력의 한계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초등돌봄의 개선사항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차별화
 지역 실정 잘 아는 중간조직 필요
 인력 보강과 근무환경 개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지
역별 초등돌봄의 세밀한 수요-공급 실태조사와 초등돌봄 종합 계획 수립, 초등돌봄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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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다양성·차별화 추구, 지역사회 초등돌봄을 총괄·조정하면서 지역 자원과 운영 주체 간
연계·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조직 등 방안 마련,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원인력의 활용, 돌봄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단위에서의 초
등돌봄 전담인력 통합 교육 등을 들 수 있음.

4)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및 역할 분석
▢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소에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할 계획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정부위탁사업,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
하고, 공적 공급 수단을 통한 사회서비스와 고용의 질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산하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직 비율 증가와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음. 또한
사회적 책무와 서비스 공공성 향상 차원에서 위·불법 시설의 수탁 운영과 코로나19 상황
에 대응하여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함.



사회서비스원의 지금까지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영역
확장과 역할 증대를 예상할 수 있음. 국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와
개별 시도 단위에서 대두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사회현안과 돌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초등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초등돌봄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의 강점과 역할 등에 관한 델파이조사를 분석한 결
과, 전문가들의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활용 방안을 확인함.



공공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협력의 가능성, 다수의 관련 경험
과 역량 보유 등은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점이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
분임.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업을 고려한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은 중간조직(컨트롤타워)으로서의 역할과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먼저, 중간조직으로의 구체적인 내용에
는 초등돌봄 관련 조사·연구, 지역 내 공급 자원 파악과 탄력적인 공급 계획 및 우선적 돌
봄 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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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 돌봄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육·연수체계 마련, 지역
네트워크의 확대와 강화, 아동의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등이 제안됨. 그리고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로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이 확인됨.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초등돌봄 체계와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통합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 주체들 간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됨.



초등돌봄에서 인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사
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이 제안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4.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1) 모델 개발의 기본 원칙
▢ 원칙 1: 초등돌봄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체감도 제고


초등학생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돌봄 공백시간, 돌봄기관 선
택 기준 등에 대한 욕구 확인이 필요함. 수업 전 오전 틈새돌봄, 학교 내 교육시간 연장(방
과후학교 포함), 방과후 저녁돌봄 시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서비스 질 관
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원칙 2: 지역 간 돌봄 공급 격차의 해소


정책 현황과 수요·공급 실태 등을 통해 초등돌봄의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함.
돌봄서비스 형태와 내용은 초등돌봄 이용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
은 학교돌봄이 선호되고 있음. 지역 간 돌봄 격차의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구성된 정기적
인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수가 적더라도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필수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됨.

▢ 원칙 3: 지역 내 자원의 연계와 주체별 역할분담


지역사회 초등돌봄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함.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초등돌봄의 연계와 협력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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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 내 공급 자원 간 협력 상황 또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
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급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협력 주체들 간
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함.
▢ 원칙 4: 초등돌봄 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중앙부처별로 돌봄기관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은 유사하면서도 상이
함. 초등돌봄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전담인력의 고용의 질이 돌봄서비스의 질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요구됨.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인적 자원
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수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검토
▢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분절을
해소하면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은 공공성 담
보가 핵심임. 지역 단위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의 수요 및 공급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돌봄 인력에 대한 공통 자격 기준 마련과 포괄적인
임금체계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역할은 사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자체는 공공행정기관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지자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가지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의 주체로 상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 단위 초등돌봄 거버넌스에 대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본 연구의 전반에서 지역사회 초등돌봄을 총괄·조정하면서 운영 주체 간 연계·협력을 효
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됨. 특히, 거래비용의 감소 차원에서
중간조직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 단위 초등돌봄의 중간조직으로 사회서비스
원을 고려할 경우, 개별 시설 단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로운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이상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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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다양한 돌봄기관의 운영 및 연계·협력에 관한 계획자이자 집행자로서 사회서비스
원의 역할을 규명함.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 내 초등돌봄 수급 현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수
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하고, 초등돌봄을 총괄·조정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역할과
둘째,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마을돌봄의 운영 주체
로 참여하면서 다른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
로서의 역할 등임.

3)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
(1)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서비스원 활용 방안
▢ 지역 단위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의 다자간 업무 협약이 필요하며, 이러한 업무 협약이
실효성 있는 협약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원 분담 등의 선결 조
건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원은 초등돌봄의 실태 및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의 돌봄 필요와 이용자

격 등을 검토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접근성을 강화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수요조사
방법은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사회서비스원
에서 조사 내용에 대한 구성과 결과 분석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에
조사 자료를 공유·제공할 필요가 있음. 실태 및 수요조사에 관한 내용은 부모의 고용 상태,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상시돌봄과 틈새 및 비정기적인 돌봄 수요 등의 차원에서 촘촘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급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

사가 선행되어야 함. 사회서비스원에 시행하는 지역 단위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범위는 공
적 방과후 돌봄기관 이외에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간 등 물적 자원,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 학원, 후원
처, 긴급돌봄 시 연계 가능한 자원 등 폭넓게 포함할 수 있음.
▢ 초등돌봄 공급 현황 및 시설별 접근성 등의 자료를 축적한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

되는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의 공급 계획과 아동 개인별
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우선, 지역 단위에서의 초등돌봄 공급 계획은 방과후 상시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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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마을돌봄과 학교돌봄 중 희망하는 기관의 공급 현황과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총량을 검토하여 매해 차년도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도시
계획 및 인구 현황 등 지역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수립해야 함.


다음으로, 아동 개인별 공급 계획은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여 돌봄
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동을 유형화하고,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설계·공급하는 방식을 뜻함.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 선정 기준과 서비스 이용 정도의 차이
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초등돌봄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
시에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함.



예를 들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형 아동 통합돌봄서비스(가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② 방과
후 단순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③ 틈새돌봄이 필요한 아동, ④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등으로 구분 가능함.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연계 가능한 초등돌봄서비스는 ① 돌봄기관
이용, ② 가정방문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동행서비스(등하교 등), ④ 아침 케어 서
비스(등교 준비 등), ⑤ 기간 한정 돌봄서비스(방학기간 등), ⑥ 시간제 돌봄서비스, ⑦ 긴급
돌봄 서비스 등임. 아동과 가정의 여건을 반영하여 유형화한 구분을 토대로 가용 가능한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을 마련하고, 부모는 이를 수용하거
나 일부 계획을 전환·조정하여 협의할 수 있음.

▢ 지역 내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모든 돌봄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관리가 요구됨. 각 전달체계의 협조를 통해 지역 단위의 관리 및 평가체계
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아동의 돌봄 이력 및
발달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 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의 통합적·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

(2)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 활용 방안
▢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로서의 첫 번째 활용 방안은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임. 사회서비스원은 초등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을 위탁 운영하
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자’로 활용할 수 있음. 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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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기보다는 초등돌봄 수요-공급 분석에 기초하여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초등돌봄을 공급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 때에도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다자간 MOU를 체결하고, 이
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돌봄기관의 운영 주체이자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함.
▢ 두 번째 활용 방안은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임.

사회서비스원은 보유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단위별로 운영 방식
이 결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의 사
업별 제한 등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지역 중심 초등돌봄 사례’로 사회서비스원을 지정·운
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사업별 분절적인 신청 방식에서 일원화된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돌봄기관 이용 및 가정방문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
하는 운영 주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역 내 돌봄 공백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지역 자원의 지원 및 활용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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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장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추진·운영되고 있음. 국정기획자문위
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원 기본 방향이 발표되고, 국정과제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반영되면서 설립 추진이 본격화됨(국정과제 17-2).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돌봄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사유화된 운영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
결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도모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여건과 돌봄 수요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공급하여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가운데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및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초
등학생 자녀의 돌봄 지원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의 보육·돌봄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
족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임.
▢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분절적·단편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의
중복과 누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과다한 경쟁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문제시되고 있음. 다부처의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총
량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수급관리와 서비스 질 제고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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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기존의 분절적인 서비스 제
공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적·탄력적인 초등돌봄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

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하고 있음(국정과제 48-3, 49-2).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온종일 돌봄 사업이 진행 중임.
▢ 무엇보다 기존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 부처별 돌

봄 사업을 연계하여 중앙과 지역 간, 지자체 간 협력적인 돌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자
체와 학교 및 교육청이 협업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와 촘촘
한 공적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반면, 온종일 돌봄체계가 지역 중심의 서비스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식과 역량,

정책 추진기반, 협력체계 등의 여건이 돌봄체계 구축과 확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
며, 지자체별 온종일 돌봄 추진 상황 및 성과에 편차를 유발할 수 있음(이희현, 장명림, 황
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난, 김보미, 2019; 장명림, 박성철, 정연아, 이지미, 김
보미, 김진아, 2020).
▢ 이와 더불어 지역별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서는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정책 추진과 종합적인 수급관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질 관리가 유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이혜
숙, 신인철, 유삼현, 이영주, 2020; 이혜숙, 한진아, 이영주, 2019; 이희현 외, 2019)에서
는 중간조직 혹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지역별 초등돌봄 체계 구축의 편차를 줄이고,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적인 초등돌봄 운

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자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
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및 제공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현
안과 돌봄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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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의 정책 현황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초

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특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서비스원을 활
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을 제안하고자 함. 그러나 지자체마다 규모와 환경이 다르고,
지역별로 초등돌봄 현황과 사회서비스원의 주요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모든 지역의 특성을 아우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범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서 원도심인 읍면 지역
과 신도심인 동 지역의 특성 및 차이가 비교적 극명하게 대조되며, 인구 35만 명 규모의 중
소도시 특성을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기준
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측·확인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등돌봄 운영모델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실제 적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가능하고, 시범 적용 및 실증적 성과에 근거한 제도의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임. 개발된 운영모델에 대한 실험적인 적용과 함께 수정·보완을 반복하고, 유효한 결과
들을 축적함으로써 세종시와 유사한 규모의 중소도시에서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마련하거
나 혹은 지역 단위에서 확대 적용하여 초등돌봄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좋은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1) 초등돌봄 현황 분석
▢ 중앙정부의 초등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과 세종시의 초등돌봄 현황을 살펴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정책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초등돌봄과 관련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함.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세
종시의 일반적 특성과 구체적인 초등돌봄 수급 현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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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돌봄 운영 사례 분석
▢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해외 사례, 국내 타 지자체의 중간조직을 통한 초등돌봄 지

원 사례,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운영 사례, 지자체-학교(교육청) 협력 및 지역단체-교육청 협
력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함.

(3)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 분석
▢ 초등돌봄의 실태와 욕구는 수요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 검토함.


초등돌봄 수요와 관련된 실태 및 욕구는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
스를 중심으로 살펴봄.



돌봄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실태와 욕구는 지역사회 내 마을돌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현장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함.

(4)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및 역할 분석
▢ 초등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함.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목적과 핵심 기능, 현재까지의 주요한 운영 현황 및 계획 등
을 살펴봄.



다음으로, 초등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원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
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수렴할 수 있는 델
파이조사를 실시함.

(5)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 초등돌봄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면접조사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의 기본 원칙과 사회서비스원
의 역할을 검토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을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을 중심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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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초등돌봄 정책 및 사업, 수급 현황, 사회서비스원의 개념 및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선행연구 등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함.

(2)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과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개발된 운영모델의 적합성 및 타

당성 확인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3) 사례조사
▢ 국내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 자료 및 서면조

사를 병행함. 우선, 선진 돌봄기관 현장방문은 2020년 11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3차례
에 걸쳐 진행함. 방문 시 기관 운영 현황과 특징, 사업 내용, 지역사회 협력 및 주체별 역할,
개선사항 등에 관해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 돌봄기관 운영자 및 실무자와의 FGI를 시행
함. 그리고 자료조사와 서면조사는 중간조직을 통한 초등돌봄 운영 사례, 지자체 직영 사례
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의 지자체 및 기관을 대상으
로 진행함. 자료조사를 기초로 추가적인 최신 현황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서면조사지
의 작성과 관련 자료를 요청함. 해외 초등돌봄 운영 사례는 선행연구와 홈페이지 자료를 토
대로 살펴봄.

(4) 심층면접조사
▢ 초등돌봄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욕구를 확인하고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마을돌봄기관
을 방문하여 센터장과 실무 운영자를 대상으로 60분 내외로 진행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를 병행함.
기관 운영과 개선사항, 수요자 관련 사항, 연계·협력 현황, 지원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반
구조화된 면접지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자료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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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델파이조사
▢ 초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

가 1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함. 총 2회에 걸쳐 패널들의 의견을 이메일 조사를
통해 수집함.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의견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분석·
구조화하여 2차 조사를 위한 객관식 문항으로 활용함. 2차 조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응답 이유 혹은 수정사항, 새로운 견해 등의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동의 정도는 평균점수와 의견 합
의도 및 CVR 값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함.

(6) 정책연구실무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담당부처 및 담당자와 연구진 간의

실무회의를 개최함.
<표 Ⅰ-1>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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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연구방법

초등돌봄 현황

- 중앙정부: 부처별 방과후 돌봄 및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 세종시: 일반적 특성, 초등돌봄 수급 현황

- 문헌연구
- 자료조사

초등돌봄
운영 사례

- 해외 및 국내 타 지자체: 다양한 초등돌봄 운영 사례

- 문헌연구
- 자료조사
- 사례조사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 분석

- 수요 실태 및 욕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상
- 공급 실태 및 욕구: 지역사회 마을돌봄 제공자 대상

- 문헌연구
- 자료조사
-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

사회서비스원 현황
및 역할 분석

-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운영 현황, 계획
- 초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특징, 역할, 운영사항

- 문헌연구
- 자료조사
- 델파이조사
- 정책연구실무회의
- 전문가 자문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 개발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안) 제안

- 문헌연구
- 정책연구실무회의
-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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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절차

[그림 Ⅰ-1] 연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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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기능1)
(1)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사

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필요로부터 시작됨.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속으로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고
령화 및 저출산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욕구가 증대됨. 관련
하여 사회서비스 투자 역시 확대 추세이나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이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요구됨.



둘째,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으로부터 공공 부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됨.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주로 민간이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노고
와 헌신으로 달성해 왔음. 국공립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공공 부문의 서비스 직접 제공
이 매우 미흡하여 민간이 보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공급 방식은 전체 서비스
의 총량과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해

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troduction-aboutus-purpose, 2020년 11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http
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 2020년 11월 16일 인출)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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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못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사
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그림 Ⅱ-1]).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 p.9. 사회서비스 중앙지
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Ⅱ-1] 사회복지시설 및 국공립시설 운영 현황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기초함. 민간위탁과 시장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한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저임금 일자리, 부실운영, 기관별·지역별 격
차 등의 문제가 만연해짐. 이에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
역 내 서비스 질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됨([그림 Ⅱ-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 p.10. 사회서비스 중앙지
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Ⅱ-2] 사회서비스 종사 형태 및 처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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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담보하

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함.

- 지역·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로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신뢰도를 확보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함.
- 민간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둘째,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함.

-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우선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함.

(3) 추진체계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는 [그림 Ⅱ-3]과 같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관리·평
가,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도 마련,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함.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지원, 표준
운영지침 마련, 정책 홍보, 사회서비스원 직원교육 제공 및 지원 등을 수행함.



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재원 확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범위 및 규모
확정·추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구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함.



시군구에서는 국공립시설 수탁 및 운영기관 선정·관리, 광역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담당함.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시도 단위로 하며, 설립 형태는 시도지사가 공익법인 형태로 하고,
추후 사회서비스원 법안 제정 시 특수법인으로 전환함.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및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 지자체 사
회서비스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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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진체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troduction-aboutus-propulsi
on, 2020년 11월 13일 인출)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함.

[그림 Ⅱ-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진체계

(4) 주요 기능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은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기타사업의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위탁 대상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함. 시설의 우선 위탁 대
상으로는 신규 설치 국공립시설(보육시설 510개소, 요양시설 344개소 등),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저조 국공립시설, 시군구청장이 시설 위탁을 원하는 경우 등임.

- 지자체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부 직영의 장점과 전문성을 충
족하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모두 갖추면서 유사시설 및 서비스 간 통합 연계하는 시너지
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기
타 유사서비스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임([그림 Ⅱ-4]). 종합재가
센터는 2019년 10개소에서 2022년 135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재가
서비스 사업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함.

- 이와 같은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방안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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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원스톱 상담·이용과 서비스 통합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 p.14. 사회서비스중앙지
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Ⅱ-4]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기능



셋째,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지원함. 즉, 재무·회계·법무·
노무 등의 상담 및 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개발 등을 수
행함. 이와 함께 지자체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수급 계획 및 지역
사회보장 계획 수립 등 지자체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담당함([그림 Ⅱ-5]).

-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 p.19. 사회서비스중앙지
원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Ⅱ-5] 민간 제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17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연구



끝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부위탁사업 등의 기타사업을 수행함.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긴급재난 상황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임. 정부위탁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컨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
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것임. 이 외에도 사회서비
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임.

2)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현황
(1) 개소 현황
▢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소에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

획임([그림 Ⅱ-6]).


2019년 1차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으로 2020년 1월까지 4개 지역
에 개원을 완료함. 2020년 2차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광주, 세종, 충남, 인천, 대전, 강원,
전남이며, 현재까지 전남을 제외한 총 10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원(예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2020). 어서와, 사회서비스원은 처음이지? p.5. 사회서비스중앙지원
단 홈페이지(https://www.pass.or.kr/information-notice/view/id/367#u)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Ⅱ-6] 사회서비스원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설립 방식에 있어서는 신규 재단법인 설립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2), 강원)과 기
존 복지재단의 전환 지역(세종, 충남, 대전, 인천)으로 구분됨.

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광주복지재단과의 통합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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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현황
▢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 규모는 총 296명이며, 기준일 현재 269명(채용률 91%)이 채용 완

료됨. 본부 인력 규모는 현원 기준으로 최소 16명(강원)에서 최대 41명(서울) 수준이며, 일
부 사회서비스원들의 기존 복지재단의 전환 및 2021년도 개원 예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채용률과 본부 인원 모두 향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표 Ⅱ-1>).
<표 Ⅱ-1> 사회서비스원 본부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인원

고용 형태

비고

정원

현원

정규직

계약직

서울

39

41(3)

40(3)

1

대구

24

23(3)

22(3)

1

경기

24

23(2)

16(2)

7

경남

20

21(2)

20(2)

1

인천

43

40(3)

40(3)

-

인천복지재단 전환(2020.12.1.)

대전

40

36

36

-

대전복지재단 전환(2020.11.30.)

광주

23

17(3)

15(3)

2

세종

25

23(1)

23(1)

-

세종시복지재단 전환(2020.7.1.)

강원

20

16(4)

16(4)

-

개원 예정(2021.1.20.)

충남

38

29(4)

14(4)

15

충남복지재단 전환(2020.9.4.)

총계

296

269(25)

239

27

출처: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2020.12). 내부자료: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괄호 안의 숫자는 파견공무원 수

▢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및 위·수탁 운영하는 소속시설의 종사자 규모는 총 4,203명이며,

현재까지 2,403명(채용률 57%)이 채용됨. 본부 인력과 마찬가지로 소속시설 종사자 규모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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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채용목표

현원

채용예정

채용 형태
고용승계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서울

628

438

190

0

신규채용
438

436

2

대구

411

351

60

248

103

217

134

경기

485

390

95

234

156

132

258

경남

513

477

36

254

223

127

350

인천

357

9

348

5

4

9

0

대전

417

191

226

135

59

139

52

광주

427

34

393

0

34

34

0

세종

497

412

85

299

113

45

367

강원

102

0

102

0

0

0

0

충남

366

101

265

70

31

4

97

총계

4,203

2,403

1,800

1,245

1,161

1,143

1,260

출처: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2020.12). 내부자료: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표 Ⅱ-3>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세부 직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행정직

사회
요양 장애인
간호
보육직
복지사 보호사 활동사
(조무)사

물리·
생활
기능직1) 기타2)
작업
지원사
치료사

지역

계

서울

438

13

24

236

60

68

5

5

0

12

13

대구

351

38

111

33

0

107

13

5

0

35

9

경기

390

11

93

44

0

95

4

6

124

12

1

경남

477

11

30

64

0

67

3

2

95

14

191

인천

9

7

2

0

0

0

0

0

0

0

0

대전

191

24

11

36

0

0

0

0

0

109

14

광주

34

0

4

30

0

0

0

0

0

0

0

세종

412

9

20

4

0

35

2

0

26

5

311

강원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101

2

7

17

0

76

0

0

0

0

0

총계

2,403

115

302

464

60

448

27

18

245

187

539

출처: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2020.12). 내부자료: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조리원, 운전원 등 기능직군 종사자
3) 사무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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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465명, 보육교사 447명,

사회복지사 302명, 생활지원사 245명, 기능직 188명, 행정직 115명, 장애인활동사 60명
순으로 나타남. 높은 수준의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 규모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
비스 제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Ⅱ-3>).

(3) 위·수탁 시설(사업) 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총 176개의 시설 및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8

개 시설 및 사업을 위탁·설치함(<표 Ⅱ-4>).
<표 Ⅱ-4>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 현황: 총괄
(단위: 개소, 개)

지역

전체

국공립시설

정부위탁사업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서울

20

20

8

대구

36

24

8

경기

26

20

경남

19

인천

10

대전

12

광주
세종
강원

종합재가

목표

실적

목표

실적

8

-

-

12

12

6

26

16

2

2

15

13

6

5

5

2

15

10

7

6

6

3

2

1

3

0

5

1

2

0

7

4

0

6

5

2

2

15

2

10

0

3

0

2

2

18

11

12

6

5

5

1

0

7

0

2

0

3

0

2

0

충남

13

8

8

5

3

1

2

2

총계

176

108

80

45

63

39

33

24

출처: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2020.12). 내부자료: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 이 가운데 초등돌봄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공립시설과 정부위탁사업의 세부 운영 현황을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Ⅱ-5>와 같음.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노인요양(데이케어센터) 2개소를 운영 중임. 국공립어린이
집 4개소는 위·수탁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됨.



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신요양, 노숙인 요양 및 재활, 장애인주간보호 등 국공립시설 6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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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자립주택, 교통복지사업 등 정부위탁사업 16개소를 운영 중임.


경기는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국공
립시설 13개소,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 등 정부위탁사업 5개소를 운영함. 도내
위·수탁 공모 참여로 다함께돌봄센터 2소개 등에 선정되어 운영 중임.



경남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의 국공립시설 7개소, 대체인력지원센터, 아이돌봄지
원사업, 커뮤니티케어센터, 노인맞춤돌봄 등 정부위탁사업 6개소를 운영함. 위·수탁 공모
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노인맞춤돌봄 3개소, 아이돌봄지원 1개소에 선정됨.



인천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위탁받음. 향후 어린이집, 노인요양, 장애인거주시설, 피
해장애인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노인맞춤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을 운영 예정임.



대전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
원센터, 노인맞춤돌봄 등 정부위탁사업 5개소를 운영 중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
원이 예정됨.



광주는 현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임. 2021년부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
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국공립시설 4개소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
단,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정부위탁사업 2개소를 개원 예정임.



세종은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공립시설 6개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 청년센터 등 정부위탁사업 5개소를 운영 중임.



강원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을 준비 중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소 준비가 완료
된 시설은 다함께돌봄의 국공립시설 1개소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광역자활센터, 대체
인력지원센터의 정부위탁사업 3개소임.



충남은 다함께돌봄세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국공립시설 5개소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의 정부위탁사업 1개소를 운영 중임.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를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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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 현황: 국공립시설 및 정부위탁사업별 실적 기준
(단위: 개소, 개)

전체
지역

국공립시설(실적)

목표 실적

어린이
집

서울

8

8

6

대구

34

22

1

경기

21

18

4

경남

16

13

5

정부위탁사업(실적)

보호
전문
기관

기타2)

2

-

-

0

-

노인
요양

-

인천

8

1

0

-

-

대전

10

5

0

-

-

광주

13

0

0

세종

17

11

0

강원

5

0

0

충남

11

6

0

총계

143

84

16

0

5

4
1

육아
대체
지역
종합
인력
사회
지원센터 지원센터 서비스
1

1

1

5

-

1

0

1

-

1

0

-

-

0

노인맞
춤돌봄

기타3)

-

-

-

-

0

1

0

1

1

1

0

-

0

0

-

-

6

-

1

1

-

-

0

-

0

0

-

-

-

5

0

0

1

-

22

1

5

5

4

-

3

-

3

13
4

-

2
2
-

1

2
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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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2020.12). 내부자료: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노인재가센터, 노숙인요양, 노숙인재활, 장애인주간보호, 정신요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장
애인거주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등
3) 아이돌봄지원사업, 청년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
활가정, 장애인자립주택,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2. 초등돌봄서비스 수요 현황
▢ 초등돌봄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봄. 우선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2018)의 연구와 장명림 등(2018)의 연구
를 통해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돌봄 실태와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함. 아
울러 김근진, 박은정, 김희수(2019)의 연구와 이혜숙 등(2020)의 연구에서는 초등돌봄의
수요가 많은 초등학생 저학년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함.


김영란 등(2018)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전국 5천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장명림 등(2018)은 김영란 등(2018)의 설문조사 자료 중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 1,42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재분석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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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진 등(2019)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어머니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모
면접조사를 병행함. 이혜숙 등(2020)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1) 초등돌봄 실태
(1) 방과후 돌봄 시간
▢ 김영란 등(2018)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10% 정도가 17시에서 18시 30분까지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경
우 주로 퇴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김근진 등(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퇴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됨. 초등학생 1학년 아동의 3.2~3.9%가 방과후 17시부터 18시 30분 사이에 혼자 지내고,
특히 취업모 자녀 중 4.5~6.3%는 17시부터 19시 사이에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됨.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의 등교 직전에 혼자 있는 아동도 2%임.
▢ 주중 평일 1일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전후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있

는 경우(13.6%)는 도심권, 학년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이
혜숙 외, 2020).
▢ 한편,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들은 아동의 빠른 하교 시간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중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오후 3시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 55.3%가 동의하였고(김근진 외,
2019), 수업 종료 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48.5%)가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지금보
다 더 늦게 끝나길 원함(김영란 외, 2018).

(2)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 전국 초등학생의 학기중 방과후 돌봄 방법에 따른 실태는 부모(44.5%), 학원(19.9%), 조부

모 및 친인척(8.0%) 등의 순으로 많았음. 방학기간 중 돌봄 방법 1순위는 부모(54.4%), 조
부모 또는 친인척(13.7%), 학원(11.3%), 초등돌봄교실(6.1%) 등의 순이었으며, 초등돌봄
교실의 경우 저학년과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김영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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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돌봄 방법별 평균 이용시간은 부모(4.11시간), 조부모 또는 친인척(2.94시간) 등의 순으로
길었고, 공적 돌봄서비스 중에서는 지역아동센터(1.88시간), 초등돌봄교실(1.72시간), 아
이돌봄서비스(1.57시간),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1.42시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37시간) 순으로 확인됨. 한편,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은 1.98시간으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시간보다 길었음.

▢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기중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초등돌봄교실

(17.1%), 지역아동센터(2.9%), 아이돌봄서비스(0.5%), 우리동네키움센터(0.2%) 순이었고,
학기중과 방학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이혜숙 외, 2020).


학기중 이용시간은 지역아동센터(4.3시간), 우리동네키움센터(3.5시간), 초등돌봄교실
(3.4시간), 아이돌봄서비스(2.4시간) 순으로 많았고, 방학기간에는 기관별로 약 1.5배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개학 전후 시점에서 방과후 돌봄의 필요 및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27.7%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했고, 28.3%가 신청했으며, 20.5%는 실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필요에
비해 이용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초등학교 입학 후 3월 한 달 동안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돌봄서비스 1순위는 부모 직접 돌

봄(54.4%), 초등돌봄교실(19.1%), 조부모 또는 친인척(16.2%) 등의 순이었고, 취업모일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김근진 외, 2019).

(3)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지도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돌봄교실(84.3%), 방과

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67.0%), 지역아동센터(64.7%), 아이돌봄서비스(62.8%),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51.3%) 등의 순으로 나타남(김영란 외, 2018).
▢ 초등학생 저학년 부모 대상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초등돌봄교실(96.4%), 지

역아동센터(72.4%), 아이돌봄서비스(50.7%), 우리동네키움센터(30.4%) 등의 순으로 나타
남(이혜숙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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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또는 미이용 사유
▢ 먼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 친인척이 있어서’(24.1%)

였으며, ‘이용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14.6%),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4.2%) 등의
순으로 분석됨(김영란 외, 2018).


이 가운데 이용자격과 시간대 문제로 이용하지 못한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이 가장 많았음.

▢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들도 유사한 응답을 보임. 즉,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1순위 이유는 ‘돌볼 사람이 있어서’(40.4%),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서’(14.1%), ‘이용자격이 안 되어서’(8.3%) 등임(이혜숙 외, 2020).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안에 있어 가깝고 안전해
서’(51.7%)였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12.6%), ‘무료이거나
비용이 거의 안 들어서’(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초등돌봄교
실의 신청 탈락’(37.6%), ‘비용이 들지 않아서’(19.2%), ‘학교와 집에서 가까워서’(17.3%)
등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 1학년 부모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75.9%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
위는 ‘이용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26.2%),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24.6%),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김근진 외,
2019).


한편, 면접조사에서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실내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나 돌봄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여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발견됨.

▢ 공통적으로 방과후에 자녀를 돌봐줄 대상이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거리, 비용, 기관에 대
한 신뢰가 주요한 선택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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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욕구
(1) 이용 의향
▢ 전체 응답자의 65.1%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기회가 주

어진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69.9%임. 특히, 저학년과 맞벌이 가구의 이
용 의향이 높았음.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
는 응답자는 83.9%임(김영란 외, 2018).


만일, 현재 서비스 수준에서 이용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로 전환한다면 이용 의향이 있
다는 응답이 60.8%,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유료로 전환 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4%로 나타남. 그리고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는
67.0%,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는 68.4%,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는 70.0%로 나타남.



아울러 ‘취미, 특기적성, 예체능’(36.4%), ‘학교수업 보충심화’(25.6%), ‘선행학습, 진학준
비’(22.5%), ‘돌봄 공백’(9.6%)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나 92.4%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초등학생 부모가 공적 돌봄서비스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다만, 응답자
의 71.9%는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면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20.5%는 조건 없이 이용하겠
다고 응답함.



공적 방과후 돌봄에 한정된 의견은 아니지만, 오전 시간대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향을
살펴본 결과, 31.4%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오전 시간대 돌봄 수요도 일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학년인 경우와 맞벌이 가구인 경우 이용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부모 중 개학 전후 시점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었다는 비율은 31.0%였으며, 돌봄 유형별로는 초등돌봄교실이 29.3%,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각각 6.3% 등으로 나타남. 향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
다는 응답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됨. 응답자의 32.3%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
고, 학년이 낮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의향을 보임. 돌봄 유형별로는
초등돌봄교실이 29.0%, 지역아동센터가 6.8% 등으로 나타남(이혜숙 외, 2020).


일시·긴급돌봄에 대해서는 35.8%가 필요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일시·긴급돌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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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도 10.2%로 확인됨. 하지만, 일시·긴급돌봄
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함.


한편, 방과후 돌봄기관 중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기관에 대한 응답은 학원(52.1%)에 이어
초등돌봄교실(40.8%)이 두 번째로 나타남. 돌봄기관의 선호도는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
를 보였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기관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이 62.0%로 학원(27.5%)보다 앞섰고, 중학년(3~4학년)부터는 학원(중학년
54.1%, 고학년 85.0%)이 초등돌봄교실(중학년 38.3%, 고학년 8.9%)보다 우선적으로 고
려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 중 향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남. 다만, 서비스 수준이 개선
된다면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66.4%, 조건 없이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22.9%임(김근진 외,
2019).

(2) 돌봄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및 중요도
▢ 방과후 돌봄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목적에 대해 ‘안전한 보호’(61.0%)가 ‘성장발달 및 학습

지원’(39.0%)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높았음(김영란 외, 2018)
▢ 방과후 돌봄서비스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구성요소에 대해 ‘접근성’, ‘돌봄서비스 인

력’, ‘시설 편의성’, ‘프로그램’, ‘식사/간식’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봄.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영란 등(2018)의 연구에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접근성(59.9%), 돌봄서비스 인력(17.5%), 시설 편의성(12.1%), 프로그
램(9.1%), 식사/간식(1.5%) 순으로 분석됨.



해당 자료 중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1순위 고려
사항으로 접근성(63.6%), 돌봄서비스 인력(14.7%), 시설 편의성(13.0%), 프로그램
(7.5%), 식사/간식(1.2%)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장명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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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중요’(5점)까지 5점 척도로 살펴봄. 그 결과, 접근
성은 평균 3.37~4.62로, 시설 편의성은 평균 4.17~4.59로, 프로그램은 평균 3.93~4.15
로, 돌봄서비스 인력은 평균 4.52~4.64로, 식사/간식은 평균 3.49~4.47로 나타남.
▢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혜숙 외, 2020)에서는 공적 돌

봄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을 ‘프로그램의 질’, ‘시설 및 공간’, ‘접근성’, ‘돌봄기관에 대한 신
뢰 및 평판’,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시간’, ‘비용’, ‘이동 및 차량 지원’, ‘급식, 간식의 제
공 유무’, ‘안전한 보살핌 이외 특별한 요구 없음’으로 살펴봄. 그 결과, 1순위 고려사항으
로 프로그램의 질(27.0%), 시설 및 공간(21.3%), 접근성(18.8%), 돌봄기관에 대한 신뢰 및
평판(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 공적 돌봄서비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은 이용시간과 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논

의되었음(김근진 외, 2019; 장명림 외, 2018).


이용시간: 부모 퇴근 시간,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유연하
게 확대 운영하는 것과 방학기간과 공휴일 돌봄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 이와 함께 초등학
교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통한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공간: 아동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밖에 아동이 원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별
도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활동이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발견됨.



인력: 돌봄 인력에 대한 요구는 물리적인 측면과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추가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이 확충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자격 기준보다 아이들을 대하
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



프로그램: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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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1) 사회서비스원 분석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사회서비스원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도 단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국공립시설, 정부위탁사업,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고, 공적 공급 수단을 통한 사
회서비스와 고용의 질 강화에 이바지함.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시도와 시군구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둘째, 사회서비스원 산하 운영시설에서의 정규직 비율 증가와 재가서비스 종사자 대상 월
급제 도입, 직무교육 이수율 향상 등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음. 서울과 경기에
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부가급여 및 복지후생 제도
(서울)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실현 중임. 이는 동일 분
야 민간시설에도 영향을 끼쳐 향후 재가서비스 전반의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유인할 것
으로 기대됨.



셋째, 사회적 책무와 서비스 공공성 향상 차원에서 기존의 위·불법 시설 등을 수탁 운영하
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최
소화를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함(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2020년 11월 13
일 인출). 실제로 2020년 10월 기준 총 268건의 긴급돌봄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제
공되었으며, 부모 확진 상황 시 영아 대상 긴급돌봄, 장애인 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활동 지
원 인력의 동반 격리시설 입소 등 다양한 형태로 긴급돌봄이 제공됨. 또한 기존의 민간기
관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종합재가센터로 이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 및 서비스 제공 방식, 행정체계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영역 확장과 역할 증대를 예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기반한 미취학 및 취학 아동 지원(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시설 및 이용시설 이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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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와 개별 시도 단위에서 대두되는 사회서
비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도 차원에서 시군
구의 사회서비스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및 제공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현안 및 돌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긴급
돌봄 요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주체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대구의 노인맞춤돌봄서
비스 체계 구축, 경남의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경기의 공공센터 운영(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수행 중
임.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은 급증하는 사회문제와 복지 욕구에 대한 공공 영역의 대응을 포
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사회 초등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초등돌봄 수요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초등돌봄의 수요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돌봄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주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함. 공적 돌봄서비스의 저녁돌
봄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미한 수준이지만 등교 전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이 혼
자 있는 경우도 있어 오전 틈새돌봄과 일시·긴급돌봄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돌봄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
강한 성장 및 학습 지원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교실은 공적 돌봄서비스 가운데 이용률과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저학년과 맞벌
이 가구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하지만,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줄 대상이 없는 경
우 차선책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거리, 비용 등이 주요한 선택 요인임.



향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는 이용자격 완화, 서비스 수준의 개선, 프로그램
내용과 교과목 보충·심화학습 등 따라 다르게 나타남. 또한 돌봄기관 선택 시 접근성, 돌봄
서비스 인력, 시설 편의성,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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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외, 2018; 장명림 외 2018).
▢ 셋째, 초등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면서 누구나 쉽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
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아동의 연령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고, 돌봄서비
스의 공공성과 질을 담보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지역 여건 및 돌봄역량에 따른 편차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방과후 돌봄의 요구 및 개선사항으로 확인된 이용시간의 확대와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
휴게공간 및 활동공간의 마련,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은 서비스 질 향상
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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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정책 현황

1. 중앙부처별 초등돌봄 정책3)
1)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4)
(1) 추진배경 및 경과
▢ 교육부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였음.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교실’ 도입 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초등보육교실’을

거쳐서 현재의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하였음.

(2) 운영 현황
▢ 초등돌봄교실은 2007년 총 2,508개교의 2,718개실에서 50,247명이 이용하였고, 2017

년에는 총 6,054개교의 11,980개실에서 245,303명이 이용하여 10년간 이용 학생이 약
4.9배가량 증가함(<표 Ⅲ-1>).
▢ 2019년 4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는 6,117개교이며, 운영 교실 수는 13,910

실, 이용 학생 수는 총 290,358명임.
3) 본 연구에서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및 사업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다루고자 함.
4) 한국교육개발원(2019a).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0)와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
무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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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현황
(단위: 개교, 실, 명)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학교수

2,508

4,146

5,430

5,784

5,972

6,054

6,117

교실수

2,718

4,622

6,639

7,395

12,380

11,980

13,910

학생수

50,247

77,155

124,013

159,737

239,798

245,303

290,358

출처: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10.
주: 2019년 4월 기준

(3) 운영 내용
① 대상
▢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학중 돌봄

교실 등 운영 유형이 구분됨.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대상 학생 및 학년은 다음 <표 Ⅲ-2>와
같음.


오후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
며,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대상 학년을 선정함. 특히, 맞벌이·저소득층·한부
모 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함.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
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후돌봄교실과 동일하게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을 선정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
으로 운영함.



저녁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방학중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에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
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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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상
유형

주요 대상

오후돌봄교실

비고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점차 전학년으로 확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심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개 이상에 참여하면서 오후돌
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대상

저녁돌봄교실

 초등 1~6학년,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
요한 학생

-

방학중 돌봄교실

 학기중 오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방학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a).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0). pp.47-58.

▢ 초등돌봄교실의 학급편성은 단일 학급 내 인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 당 학생 수, 퇴실 시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함. 한편, 저녁돌봄교실은
참여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② 운영시간 및 장소
▢ 가장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 유형인 오후돌봄교실은 학교 내 오후돌봄 전용 및 겸용 교실

에서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급식 제공 없이 오후돌봄
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
▢ 구체적인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운영시간 및 장소는 <표 Ⅲ-3>과 같음.

<표 Ⅲ-3>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및 장소
유형
오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시간

운영장소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학교 여건에 따라서
 오후돌봄 전용 및 겸용 교실
19시까지 탄력적 운영 가능)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일
반교실, 도서관, 특별실 등)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 가능(학교 여건에 따라
서 탄력적 운영, 22시까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  오후돌봄 전용 및 겸용 교실
역 돌봄기관과 연계)
 9시~17시(시작 및 종료 시간은 수요와 학교 여건  오후돌봄 전용 및 겸용 교실 또는
에 따라 조정)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a).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0).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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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
▢ 기본적인 오후돌봄교실의 경우,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학년 특성 및 여

건에 맞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활동의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함.


단체활동은 외부강사 및 교원을 활용하여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 무상으로 운영함.
대표적인 단체활동의 예시는 북아트, 창의로봇, 음악줄넘기, 쿠킹클레이, 오카리나 등임.



개인활동은 숙제하기 및 일기쓰기, 독서 및 안전교육 DVD시청, 간식 등의 활동임.

▢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및 자율활동(과제, 독서 등)을 관리

하는 봉사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틈새 프
로그램(전통놀이 등)을 운영함.
▢ 저녁돌봄교실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전통놀이, 신체

놀이, 교구놀이 등)을 중심으로 숙제하기 및 독서활동 등 개인활동을 운영함.
▢ 방학중 돌봄교실은 학부모의 수요 및 학교 여건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

며 유관기관 등의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놀이 및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을 편성·운
영함. 교육기부 및 지역사회, 대학생 봉사 캠프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하며, 오후돌봄교
실과 마찬가지로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의 무상 프로그램 제공을 원칙으로 함.

④ 돌봄 인력
▢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돌봄 인력은 돌봄전담사, 돌봄봉사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임.


돌봄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그 자격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
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돌봄봉사인력은 돌봄교실 운영 및 지원 관련 봉사인력으로 대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교
육기부자 등이며, 단체활동 지도강사는 돌봄교실의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로
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강사 계약 및 평가를 준용하고 있음.

38

제3장 초등돌봄 정책 현황

2)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5)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제50조~제52조, 제54조~제57조에 근거하며,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 추진됨.
▢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한

이후에 현재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음.

(2) 운영 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총 895개소, 이용 아동 23,347명에서 2018년 총 4,211개소, 이

용 아동 109,610명으로 약 4.7배 확대됨(<표 Ⅲ-4>).
▢ 2019년 12월 기준 총 4,217개소에서 98,50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표 Ⅲ-4>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명)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센터수

구분

895

2,029

3,013

3,690

4,036

4,059

4,107

4,211

4,217

아동수

23,347

58,851

87,291

100,233

108,357

108,936

106,668

109,610

98,501

출처: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15. 재구성.
주: 2019년 12월 기준

(3) 운영 내용
① 대상
▢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돌봄 취약아동과 일반아동임. 특히 시설별 신고정

5) 보건복지부(2020a).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와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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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60% 이상은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또는 돌봄특
례에 해당하는 돌봄 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함.


다만,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60%, 그 외
지역은 50%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 돌봄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② 운영시간
▢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함. 학기중은 14시부터 19시

까지, 방학중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를 필수 운영시간으로 하고 있음.

③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기본 프로그램은 크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됨

(<표 Ⅲ-5>).


보호 영역은 생활 영역과 안전 영역을 포함함. 생활 영역은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안전 영역은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교육 영역은 학습 영역, 특기적성 영역, 성장과 권리 영역을 포함함. 학습 영역은 숙제지
도, 교과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 영역은 예체능활동과 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성장과 권리 영역은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문화 영역은 체험활동 영역과 참여활동 영역을 포함함. 체험활동 영역은 관람 및 견학, 캠
프 및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참여활동 영역은 공연, 문화·체육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정서지원 영역은 상담 영역과 가족지원 영역을 포함함. 상담 영역은 연고자 상담, 아동 상
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가족지원 영역은 보호자 교육과 가정방문모임 및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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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홍보 영역과 연계 영역을 포함함. 홍보 영역은 기관홍보에 관한 것
이며, 연계 영역은 자원봉사활동 및 인적결연후원 등의 인적연계와 전문기관 및 복지단체
연계 등 기관연계 등이 있음.
<표 Ⅲ-5>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구성
영역
보호

교육

세부영역
생활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안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학습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
성장과 권리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세부프로그램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참여활동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상담
가족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정서지원
 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홍보

 기관홍보

연계

 인적연계, 기관연계

출처: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p.114-115. 재구성.

▢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

영함.

④ 돌봄 인력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인력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임.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

표 14(제52조 관련)에 근거한 배치 기준에 따르면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2명(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영양사 1명(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을 배치해야 하며,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함.
▢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 관련 사업에 3년 이상 또

는 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며, 생활복지사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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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6)
(1) 추진배경 및 경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됨.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아동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항 이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추진됨.
▢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근

거법을 마련하고,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으로 전달체계를 갖춤.

(2) 운영 현황
▢ 2017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수행된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를 시작으로 하여 20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가 설치·운영되었고, 2019년 12월 현재
에는 17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표 Ⅲ-6>).
▢ 2019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의 이용 아동 수는 총 2,968명임.

<표 Ⅲ-6>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0

8

1

4

2

2

6

3

30

11

9

4

12

7

7

7

출처: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12. 재구성.
주: 2019년 12월 기준

6) 보건복지부(2020b).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와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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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내용
① 대상
▢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며, 각 지

자체(센터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가령, 맞벌이 가정 및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임.

②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 1일 8시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

음. 학기중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이며, 방학중 표준 서비스 제공 시
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인 돌봄뿐 아니라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

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인 일시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③ 프로그램
▢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은 연령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대상 연령별로는 저학년

과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내용별로는 놀이 중심, 학습 중심,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
분됨.


연령별 프로그램의 경우, 저학년은 자유놀이, 생활교육, 안전교육 등 학습지도 이외의 놀
이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학년은 학습지도와 체험활동 등 교과 및 학습 관련 프로
그램으로 구성함.



내용별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과 학습 중심으로 구분하되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편
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특
히, 프로그램 제공 공간 및 인적 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표 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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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다함께돌봄센터 내용별 프로그램
구분

놀이

학습

놀이+학습

공간

 다함께돌봄센터, 체육관, 극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
장, 공연장 등

 다함께돌봄센터, 과학관, 박물
관, 도서관 등

인적
자원

 레크리에이션 강사, 풀물놀이
 대학생 자원봉사 등
강사, 숲해설사

 문화해설사, 과학관 및 박물관
등의 도슨트

프로
그램

 전래놀이, 풍물놀이, 보드게
 교과학습, EBS 동영상학습 등
임, 영화관람, 숲 체험 등

 창의 역사놀이, 요리로 배우는
수학, 퍼즐을 통한 수학 등

출처: 보건복지부(2020b).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p.46.

④ 돌봄 인력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인력은 센터장과 돌봄선생님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역할 및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


센터장은 아동 및 보호자 관리는 물론 돌봄 과정과 시설 운영, 재무회계 등의 전반적인 관
리를 총괄함.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등의 자격 및 3년 이
상의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자격 기준으로 함.



돌봄선생님은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육교사 1
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 기준으로 함.

4)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7)
(1) 추진배경 및 경과
▢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3과
4, 5에 근거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46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이래로 2011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추진근거를 마련함.

7)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와 교육부(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발
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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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특별지원이 필요한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시범운영, 2015년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여대상 확대, 2019년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
데미 9개소 시범운영 등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함.

(2) 운영 현황
▢ 전국 지역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도입된 2006년에는 100개소에서 4,200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했으며, 2016년에는 총 250개소에서 9,745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
하여 10년간 참여 이원이 2.3배 정도 증가함(<표 Ⅲ-8>).
▢ 2019년 11월 기준 총 280개소에서 11,465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였음.

<표 Ⅲ-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6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100

185

161

200

200

250

260

280

4,200

7,980

6,672

8,060

8,091

9,745

10,742

11,465

기관
참여인원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174. 재구성.
주: 2019년 11월 기준

(3) 운영 내용
①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별

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하여 운영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유형(장애형, 다

문화형, 인원축소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참여대상 선발 기준에 차이가 있음.


기본지원형과 농산어촌형의 우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9% 미만인 저소득층과 한
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
소년임.



특별유형 중 장애형과 다문화형의 우선 지원대상은 학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 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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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시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프로그램 과정별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1일 최소 4시수 이상,

주 5~6일 운영, 연간 총 240일 운영을 원칙으로 함. 주중 운영시간은 주로 방과후부터 21
시까지임.


주중활동 운영시수는 1주 20시수 이상임.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를 의무 포함
하고, 주중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은 재량 편성함.



주말체험활동은 월 1회 급식을 포함하여 5시수 이상 운영함.

③ 프로그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과정(자기주도 프로젝트활동, 동아리활동,

역량개발활동, 참여활동, 창의융합역량강화,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
과학습 등),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으로 구분됨.
▢ 프로그램 편성 시 연 60시수 이상을 진로개발역량,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문제

해결역량 강화 활동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참여 아동·청소년의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
하고 있음.

④ 돌봄 인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력은 팀장과 담임으로 구분됨. 팀장은 1명이 전담 배

치되고, 담임은 반별로 1명이 배치됨.


팀장의 주요 직무는 사업 총괄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환경 분석, 사업 점검 및 환류, 지역
연계·협력, 안전관리 등임.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 취
득 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함.



담임의 주요 직무는 프로그램 기획 지원, 보충학습 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상담, 급
식 지원 등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함.

▢ 그 밖에 체험활동과 학습 지원을 위한 외부 강사를 선발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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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의 주요 현황 및 특징
<표 Ⅲ-9>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의 주요 현황 및 특징
구분
목적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004년~

 방과후~17시까지
(19시까지 탄력 운영)

프로  개인 및 단체활동의 놀
그램 이 중심 프로그램

 2017년~

 2005년~

 만 6세~12세 초등학생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주 5일, 1일 8시간 이  주 5일, 1일 8시간 이  주 5~6일, 1일 4시수
상 상시운영
상 상시운영
이상 운영
(필수운영: 14시~19시) (표준제공: 14시~19시) (방과후~21시까지)
 기본(보호/교육/문화/  연령(저학년/고학년)  프로그램과정, 학습지
정서지원/지역연계 등) 및 내용별(놀이/학습/ 원활동, 특별지원과정,
및 특화프로그램
놀이+내용) 프로그램
생활지원과정

담당  돌봄전담사, 돌봄봉사인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력 력, 단체활동 지도강사
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아동복지법」 제50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총론(교육부 고시 제 제52조, 제54조~제5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4, 5
2013-7)

지원  초등학교 1~2학년 위주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요구 대응, 질 높은 안전 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 축, 초등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
한 돌봄서비스 제공
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해소
비스 제공

추진
 2004년~
시기
근거
(법)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돌봄선생님

 6,117개교/290,358명  4,217개소/98,501명  173개소/2,968명
(2019년 4월 기준)
(2019년 12월 기준)
(2019년 12월 기준)

 팀장, 담임
 280개소/11,465명
(2019년 11월 기준)

▢ 각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의 목적은 모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보편적 돌봄을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의 경우에는 돌봄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49-2)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

▢ 각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은 관련 근거(법)에서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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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을 근거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또한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근거법이 부재하며, 방과후학교와 동일하게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 각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의 주요 대상은 유사하지만, 중점 지원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가구,
한부모 가구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함.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돌봄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타 부처의 주요 대상
과 차별됨.

▢ 초등돌봄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은 안전한 돌봄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됨.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돌봄을 포함한 학습
및 생활 지원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로 구성됨.
▢ 초등돌봄 사업의 담당 인력 배치와 자격 기준은 돌봄기관별로 상이함. 역할에 있어서는 크

게 다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증과 경력 등에
관한 일정 정도의 자격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현재 각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약 403,292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약 72%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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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1) 온종일 돌봄 정책 개요8)
(1)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등돌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

돌봄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초등돌봄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 부처별로 추진 중인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수준임. 특히, 2017
년 기준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초등돌봄 수요를 추정했을 때 약 46~64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



출퇴근 시간의 돌봄 공백을 메워줄 틈새돌봄과 방학중 또는 긴급 상황에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도 부족함.

▢ 기존에 부처별로 추진되어오던 초등돌봄 사업은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여 돌봄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나타남.


기존 초등돌봄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분절적
으로 추진되고, 이를 조정·연계하는 지역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돌봄기관 간 정
보 및 자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시
돌봄은 물론 일시적이거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함.

▢ 지역에 따라 돌봄 공급 및 인프라 여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 및 노력이 부족함.

8)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 계획과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
난,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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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추진되는 초등돌봄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해 2013년부터 교육청 중심의 지역돌
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임.



지역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돌봄 공급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국정과제 48-3)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국정과제 49-2)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
정함.

(2) 주요 추진과제
▢ 온종일 돌봄 정책의 핵심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기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등돌봄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 특히,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정
책 추진을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을 꾀하고 있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① 지역혁신을 통한 온종일 돌봄 선도

모델 구축, ②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적 지원임.


첫째, 지역혁신을 통한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온종일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둘째,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초등돌봄 이용자를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학교돌봄의 경우, 2022년까지 1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여
공간 확보, 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등 단계적인 양적 확대를 계획함. 마을돌봄의 경우,
2022년까지 1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여 보편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및 틈새돌봄을 제공하기 위
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확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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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앙·지방의 돌봄 협력 및 전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중앙정부
는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조정과 예산 확보, 제도적 개선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사업을
추진함.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
조정하고, 돌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발굴·활용함.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 현황
(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국정과제 49-2)의 일환으로 관

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함.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개 지자
체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음(2018년 6월).



선정된 9개 지역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
고, 성과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역인 9개 지자체(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

구, 경기 오산시, 시흥시,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가 각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에 따라 추진한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Ⅲ-10>).


9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기관을 확대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함. 작은도서관, 아파트 공간,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함께 초등학교 내 교실을 활용하
여 돌봄기관을 확대한 것이 특징적임.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어르신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웃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자
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를 확산하는 등의 특징을 보임.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돌봄협의회를
작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활용하고 조정하는 등 시너지 효과
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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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별 여건 및 추진 내용
지자체

지역 여건

추진 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
서울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마을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네마다 접근성 높은 돌봄센터를 운영
구로구
방과후 돌봄 수요는 높으나 하고, 권역형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촘촘한 돌봄망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돌봄기관 27개소 선정 및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공급기관 부족
7개소 설치·운영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
 중위소득 맞벌이 가정 비율 눔(돌봄기관의 빈 시간 활용, 저녁)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서울
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  원형 돌봄 추진을 위해 ‘아이 휴(休) 센터’로 브랜드 구축
노원구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돌봄센터 5개소 설치·운영 및 아픈
봄 확충 필요
아이 병원 동행, 어린이 식당, 휴일 돌봄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자연 자원 활용 돌봄 교육과정 운영, 주민센터,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종교시설, 교실 등 활용 돌봄서비스 운영
상대적으로 높고(31.1%),
서울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13개소), 이웃돌봄(21가구), 초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 자
성동구
등돌봄 서포터즈(32명) 및 우리키움참여단(30명) 구성·운영을 통해
원 활용 활발
지역 내 자발적 초등돌봄 공동체 확산 추진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
체계 구축 (울타리형: 방과 후~17시, 둥지형: 17~21시)
서울  초등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성북구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시설 운영,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성북구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보드게임, 놀이교구 지원 후 교구활용 교육 및
현장 활용 지원 실시
대전
서구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돌봄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교실 5개소(작은도서관 1개소, 아파트 내 시설 4개소)운영, 신도시 공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동주택 단지 활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흥형 돌봄* 8유형 모델 도출, 7개소 추진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
경기
*세대공감 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형, 시흥마을학교형,
여 권역별 맞춤형 돌봄 공
시흥시
청소년전용공간형, 스포츠마을학교형, 공공실내놀이터형, 학교속마을
급 필요
학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4개소, 민간위탁), 아이누리 돌봄나눔터(9개소, 주
민조직 스스로 운영) 등 운영
경기
오산시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온라인 포털 추가로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인프라를 활용한 통합 지원
젊은 도시, 도시 어디든지
 마을 자원(시설공유,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함께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
자람센터 5개소, 틈새돌봄교실 4개실 운영
팩트 도시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
 읍 지역은 학교 교실을 활용(홍주초, 홍성초),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
충남
돌봄센터 설치·운영(LH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
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
홍성군
지원
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
 군 예산의 충분한 편성으로 센터 운영(직영)의 안정성 확보
촌 맞벌이 가정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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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 여건

추진 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
 도농복합도시(읍1, 면6, 동 봄센터 운영
전남
5)이며, 평균연령 39.5세  광양 제철초 교실 활용(마로니에 돌봄센터)과 청소년문화의집(가온누
광양시
리 돌봄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누리마루 돌봄센터)을 활용한 돌봄
로 전국 대비 젊음
운영, 이웃돌봄 히어로 운영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교육개발원
(2018). 내부자료: 2차년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컨설팅 자료집의 내용을 보완함.

(2) 지역연계 방과후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
▢ 교육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역연계 방과후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방과후 돌봄 운영모
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차별화된 지
역특화 맞춤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인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
합, 통합방과후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을 강조함.

▢ 지역연계 방과후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 돌봄자람터와 경기도

미래형 돌봄교실을 들 수 있음.


부산시 돌봄자람터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안팎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임. 2020년 10월 현재 학교 내 초등돌봄교
실 663실과 학교 밖 거점형 자람터 2개소, 우리동네 자람터 7개소를 운영 중임.

- 거점형 자람터는 지역 내 통합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기능에 돌봄 기능을 추
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람터 주변 인근 8~9개교 학생이 참여함. 지
역연계 특색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 우리동네 자람터는 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 중심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와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함. 아파
트 내 작은도서관과 지역 공공기관(노인회관, 사회복지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
민 자녀 중심의 상시돌봄과 방학중 집중돌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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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래형 돌봄교실은 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활용모델, 학교 중심 모델, 교육지원청-마을협력모델 등 학교 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함.

- 학교시설 활용모델은 학교시설(성남 청설초, 수원 서호초)을 활용하여 공립형 지역아동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임. 대상
학생은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으로 확대하고 있음.
- 학교 중심 모델은 비영리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시범학교(양평 조현초, 의정부 고
산초)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모델임. 돌봄 업무로 인한 학교 부담 및 교원 업
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마을협력모델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
교 밖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모델임. 마을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돌봄프로그램 제공(포천
교육지원청, 책상없는 학교 협동조합 운영), 아파트단지 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시흥교육지원청, 다수리 사회적 기업 운영), 경기도 꿈의학교 오케스트라
와 연계한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김포교육지원청, 고촌아트홀 운영), 어린이도서관을 활
용한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별나라꿈길공동체 운영) 등이며, 지
역사회 내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3.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
1) 인구 현황
(1) 인구 특성
▢ 2020년 11월 기준 세종시 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조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연령대(만

6~12세)의 인구가 36,054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초등돌봄의
수요를 예상할 수 있음(<표 Ⅲ-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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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세종시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인구 분포

연령대

인구수

비율

0~5세(영·유아)

26,157

7.4

6~12세(초등학생)

36,054

10.2

13~18세(중·고등학생)

23,984

6.8

19~34세(청년)

66,207

18.7

35~64세(중·장년)

166,447

47.1

65세 이상(노인)
계

34,581

9.8

353,430

100.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0년 12
월 14일 인출.
주: 1) 2020년 11월 30일 기준
2)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의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함.

(2) 초등학생 현황
▢ 세종시의 행정구역별 초등학생 인구를 살펴본 결과, 동 지역에 87.9%(31,672명)의 대다수

아동이 거주하고, 읍 지역에 8.1%(2,924명), 면 지역에 4.0%(1,45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인구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표 Ⅲ-12>).
<표 Ⅲ-12> 세종시 행정구역별 초등학생 인구(6~12세)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비율

읍 지역

2,924

8.1

면 지역

1,458

4.0

동 지역

31,672

87.9

계

36,054

100.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0년 12
월 14일 인출.
주: 2020년 11월 30일 기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동 지역의 학생 비율이 86.6%(25,920

명)로 연령별 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남. 2020년 9월 1일 기준 세종시 초등학교는 총 50개
이며, 1,442개 학급에 29,939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임(<표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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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세종시 지역별 초등학교 개황
(단위: 개교, 실, 명)

지역

학교

학급

학생

읍 지역

4

84

1,634

면 지역

15

166

2,385

동 지역

31

1,192

25,920

계

50

1,442

29,939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0). 내부자료: 각급학교 초등학교 현황.
주: 1) 2020년 9월 1일 기준
2) 특수학급을 포함한 수치임.

▢ 학년별 초등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4,957명, 2학년 5,352명, 3학년

5,073명, 4학년 5,007명, 5학년 4,724명, 6학년 4,826명이 재학 중임(<표 Ⅲ-14>).
<표 Ⅲ-14> 세종시 행정구역별·학년별 초등학생 현황
(단위: 명)

지역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읍 지역

217

271

273

283

266

324

면 지역

361

457

353

440

360

414

동 지역

4,379

4,624

4,447

4,284

4,098

4,088

계

4,957

5,352

5,073

5,007

4,724

4,826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0). 내부자료: 각급학교 초등학교 현황.
주 1) 2020년 9월 1일 기준
2) 특수학급 학생을 포함한 수치임.

2) 초등돌봄 운영 현황
▢ 세종시의 초등돌봄 공급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살펴봄. 세종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69개소로, 읍면 지역에 31개소, 동 지역에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
소에 107명의 아동이, 초등돌봄교실 50개교(201교실)에 3,843명의 아동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3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표 Ⅲ-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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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세종시 초등돌봄 공급 현황
(단위: 개소, 개교, 명)

구분

기관 수

소재지

이용인원

지역아동센터

13

읍면 지역: 11
동 지역: 2

324

다합께돌봄센터

5

동 지역: 5

107

초등돌봄교실

50
(201교실)

읍면 지역: 19
동 지역: 31

3,8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읍면 지역: 1

37

계

69

읍면 지역: 31
동 지역: 38

4,314

출처: 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a).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을 포함한 교실과 이용 학생 수임.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대상 기관과 초등학생 이용 아동 수임.

(1)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11개소가 운영되었고, 2016년 12개소, 2018년 13개소로 증가하

여 2020년에는 총 13개소가 운영 중임. 이용 아동 수는 2020년 12월 기준 324명으로 전
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Ⅲ-16>).
<표 Ⅲ-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 수

11

12

12

13

13

13

이용인원

293

321

324

339

354

324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 지역아동센터 중 5개소가 조치원읍에서 운영되고 있고, 면 지역에는 6개소, 동 지역에는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운영 중임. 대상별로는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센터가 7개소이
고, 중학생까지 이용하는 센터와 고등학생까지 이용하는 센터가 각각 3개소씩임. 시설규모
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30인 미만 시설이 9개소로 대부
분이고, 30인 이상 시설 4개소 중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함. 읍
지역과 면 지역, 동 지역의 각 1개소에서 주말(토요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표
Ⅲ-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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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이용대상

이용인원
정원/현원

종사자

소재지

주말 운영

부강
사랑나눔
세종삼육

초1~초6
초1~중3
초1~중1

19/16
29/23
35/32

2
2
3

부강면
부강면
조치원읍

토요일

세종중앙
세종
욱일

초1~초4
초1~초6
초1~고3

29/27
19/18
20/20

2
2
2

조치원읍
조치원읍
조치원읍

-

에스더학교
전동
중부

초1~고3
초1~초6
초1~고3

40/34
19/19
19/18

3
2
2

장군면
전동면
조치원읍

토요일
-

풍성한
행복
대평공립

초1~중3
초1~초6
초1~초6

24/21
29/26
40/38

2
2
4

연서면
연기면
대평동

-

종촌공립

초1~초6

40/31

4

종촌동

토요일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도에 1개소가 설립된 이후 매년 2개소씩 증설되어 2020년 현재

총 5개소가 운영 중임. 이용 아동 수는 2018년 1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함(<표
Ⅲ-18>).
<표 Ⅲ-18>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 수

1

3

5

이용인원

19

84

107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이용대상별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3개소이고,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6학년)까지의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2개소임. 모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근무하
고 있으며, 돌봄교사는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임(<표 Ⅲ-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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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2020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이용대상

종사자

이용인원
정원/현원

소재지

새롬

초1~초2

3

30/27

소담동

고운(남)

초1~초3

3

20/20

고운동

소담

초1~초3

3

30/28

새롬동

다정

초1~초6

3

30/21

다정동

도담

초1~초4

3

25/11

도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3)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5년 35개교에서 2020년 50개교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세종시 유입 인구의 증가로 초등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돌봄교실 수와 이용 학
생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돌봄교실 수는 2016년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이
용 학생 수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임. 저녁돌봄의 경우, 운영 교실 수가 2020년에 13실로 증가하였고, 이용 학생 수도 2015
년 이래로 꾸준히 100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0년에 573명으로 대폭 증가함. 코로
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 등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음(<표 Ⅲ-20>).
<표 Ⅲ-20>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단위: 개교, 실, 명)

돌봄교실 수
연도

학교 수

오후

저녁

이용인원

방과후
연계

계

오후

저녁

방과후
연계

계

2015년

35

83

12

18

101

1,495

111

75

1,570

2016년

37

93

10

5

98

1777

111

56

1,833

2017년

43

115

10

10

125

2,204

145

133

2,337

2018년

47

139

10

6

145

2,860

111

85

2,945

2019년

48

170

10

19

189

3,485

151

424

3,909

2020년

50

177

13

24

201

3,605

573

238

3,84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a).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저녁돌봄은 오후돌봄 연장의 개념으로 돌봄교실 수에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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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모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저학년(1~2학년)

을 대상으로 학교가 19개교, 중간 학년(3~4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19개교, 고학년
(5~6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12개교임(<표 Ⅲ-21>).
<표 Ⅲ-21> 2020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명)

학교명

이용
대상

전담사

이용
인원

소재지

학교명

이용
대상

전담사

이용
인원

소재지

조치원대동초 1~2학년

5

78

조치원읍

미르초

1~3학년

5

87

한솔동

조치원명동초 1~6학년

2

12

조치원읍

나래초

1~3학년

7

113

아름동

조치원교동초 1~2학년

2

28

조치원읍

양지초

1~6학년

5

77

도담동

조치원신봉초 1~2학년

2

42

조치원읍

고운초

1~3학년

7

159

고운동

연남초

1~6학년

2

18

연기면

두루초

1~2학년

6

140

고운동

수왕초

1~2학년

1

24

연기면

온빛초

1~5학년

6

103

고운동

연동초

1~2학년

1

15

연동면

으뜸초

1~6학년

4

71

고운동

부강초

1~3학년

2

23

부강면

종촌초

1~4학년

5

104

종촌동

금남초

1~4학년

4

51

금남면

다빛초

1~2학년

4

93

종촌동

감성초

1~6학년

2

25

금남면

늘봄초

1~4학년

5

60

도담동

장기초

1~2학년

2

34

장군면

가락초

1~3학년

3

56

고운동

의랑초

1~6학년

2

18

장군면

소담초

1~2학년

5

105

소담동

세종도원초

1~2학년

5

116

연서면

보람초

1~2학년

7

177

보람동

연봉초

1~2학년

1

18

연서면

새롬초

1~6학년

6

104

새롬동

연서초

1~6학년

3

52

연서면

새뜸초

1~3학년

4

83

새롬동

쌍류초

1~2학년

1

24

연서면

가득초

1~2학년

4

63

새롬동

전의초

1~6학년

3

28

전의면

여울초

1~2학년

4

78

보람동

전동초

1~4학년

1

17

전동면

글벗초

1~4학년

5

92

소담동

소정초

1~3학년

2

20

소정면

다정초

1~3학년

8

180

다정동

참샘초

1~6학년

5

76

한솔동

새움초

1~2학년

3

56

다정동

한솔초

1~2학년

4

67

한솔동

한결초

1~3학년

7

143

다정동

도담초

1~2학년

6

131

도담동

대평초

1~4학년

5

133

대평동

연세초

1~3학년

5

76

어진동

솔빛초

1~4학년

2

15

반곡동

아름초

1~6학년

7

124

아름동

반곡초

1~2학년

4

75

반곡동

연양초

1~3학년

7

121

어진동

해밀초

1~4학년

3

83

해밀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a).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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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가운데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현재

까지 1개소이며, 약 40명 정도의 아동이 이용 중임(<표 Ⅲ-22>).
<표 Ⅲ-22> 연도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

2

3

3

3

3

3

(초등학생 대상)

(1)

(1)

(1)

(1)

(1)

(1)

이용인원

79

110

109

117

120

109

(초등학생 대상)

(40)

(40)

(40)

(40)

(40)

(37)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조치원읍에 소재해 있으며, 3명의 종

사자가 근무 중임. 주말 운영은 2020년에는 매월 1회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 분기별 1
회로 축소 운영 예정임(<표 Ⅲ-23>).
<표 Ⅲ-23>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이용대상

종사자

이용인원
정원/현원

소재지

주말 운영

굴렁쇠

초4~초6

3

40/37

조치원읍

월 1회

가온

중1~중3

3

40/34

조치원읍

월 1회

아름

중1~중3

3

40/38

아름동

월 1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주: 2020년 12월 10일 기준

3) 아동 관련 자원
▢ 초등돌봄기관 이외의 아동과 관련된 주요 자원을 살펴봄. 여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기관과 함께 주민의 편익 및 복지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종합복지
센터), 그밖에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가족복지시설, 도서관을 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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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1

개소)과 공동생활가정(1개소), 이용시설인 아동학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
문기관(1개소)이 있음(<표 Ⅲ-24>).
<표 Ⅲ-24> 아동복지시설
(단위: 명)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이용(입소)인원

설치일

아동양육시설

영명보육원

연서면

13

24

1956.02.27.

공동생활가정

다온꿈터

관내(비공개)

5

2

2018.1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새롬동

17

-

2018.07.01.

출처: 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2020a). 주요업무 현황: 일반현황·기본통계. p.43.
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2020b). 주요업무 현황: 아동청소년과. pp.5-8.
주: 2020년 3월 31일 기준

(2) 청소년기관
▢ 청소년기관 중 청소년활동 분야에는 종합청소년센터(1개소)와 청소년센터(3개소), 청소년

활동진흥센터(1개소)가 있음. 조치원읍에 종합청소년센터와 청소년센터가 1개소씩 위치해
있으며, 동 지역도 2021년 1월에 종합청소년센터가 개관할 예정임. 동 지역의 청소년센터
와 활동진흥센터 3개소는 모두 복합커뮤니티센터 혹은 광역복지지원센터에 위치해 있음.
청소년 상담·복지 및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와 청소년지원
센터(1개소)는 조치원읍에 소재해 있음(<표 Ⅲ-25>).
<표 Ⅲ-25> 청소년기관
(단위: 명)

시설명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소재지
조치원읍

종사자
6

설치일
2015.10.16.

조치원청소년센터

조치원읍

3

2005.10.19.

새롬청소년센터

새롬동

4

2018.07.27.

고운청소년센터

고운동

3

2019.08.0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치원읍

12

1995.01.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조치원읍

2

2015.06.0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운동

6

2014.01.01.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2020a). 주요업무 현황: 일반현황·기본통계. p.43.
주: 1) 2020년 3월 31일 기준
2) 아름동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2021년 1월 개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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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커뮤니티센터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각 생활

권의 주민 편익 증진 및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시 특화시설
임. 주민센터, 아동·청소년·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
음. 2020년 4월 기준으로 동 지역 12개소, 면 지역 1개소 등 총 13개소가 완공되었고,
2020년 8월에 다정동 센터가 개청하였으며, 2021년 반곡동 센터에 이어 2022년에는 조
치원읍 센터가 준공될 예정임(<표 Ⅲ-26>).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026년까지 동 지역 23개소, 읍면 지역 9개소 등 총 32개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계
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세종특별자치시 참여공동체과, 2020).
<표 Ⅲ-26>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
(단위: 개소)

계
13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

1

-

-

-

-

-

-

-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어진동

2

1

1

1

1

2

1

1

1

1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참여공동체과(2020). 내부자료: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
주: 1) 2020년 4월 30일 기준
2) 2020년 8월 다정동 센터 개청, 2021년 반곡동 센터 및 2022년 조치원읍 센터 준공 예정임.

(4) 광역복지지원센터
▢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세종시의 특징적인 시설 중 하나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세대별, 유형별 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도심 6개 지역 생활권별
로 기능을 특화하여 건립을 추진 중임. 아동과 관련된 입주시설 및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
관,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3생활권의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준공되었고, 2027년까지 모
든 생활권에 준공될 예정임(<표 Ⅲ-27>).
<표 Ⅲ-27> 광역복지지원센터 현황
구분
준공(예정)일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2014년 11월 2016년 12월 2020년 5월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2021년

2026년

2027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2020c). 주요업무 현황: 복지정책과. p.7.
주: 2020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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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관 및 여성가족시설
▢ 종합사회복지관(2개소)과 가족복지시설 중 가정폭력상담소(2개소)가 읍 지역과 동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가 동 지역에서 운영 중임. 면 지역
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표 Ⅲ-28>).
<표 Ⅲ-28> 사회복지관 및 여성가족시설 현황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조치원읍

9

이용인원
(월평균)
9,412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종촌동

24

14,551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조치원읍

6

100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종촌동

5

100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새롬동

39

200

구분
사회복지관

가족복지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2020a). 주요업무 현황: 일반현황·기본통계. p.52.
주: 1) 2020년 3월 31일 기준

(6) 도서관
▢ 세종시 도서관은 2019년 기준 총 69개소로 집계됨. 국립도서관(1개소)과 세종시청 관할

공공도서관(10개소)은 모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청 관할의 평생교육학습관(1
개소)은 읍 지역에 위치해 있음. 작은도서관은 읍 지역 8개소, 면 지역 7개소, 동 지역 42개
소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표 Ⅲ-29>).
<표 Ⅲ-29> 도서관 현황
(단위: 개소)

지역
읍 지역

국립도서관
-

공공도서관
1

작은도서관
8

계
9

면 지역

-

-

7

7

동 지역

1

10

42

53

계

1

11

57

69

출처: 도서관통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
/mainStats/getMainStatsList.do)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주: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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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는 지역 내 차년도 초등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실시됨. 2021년도 범정부(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의 세종시 개요는 <표 Ⅲ-30>과 같음.
<표 Ⅲ-30> 2021년도 세종시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개요
(단위: 명, %)

어린이집(취학예정자)
대상
인원

참여
인원

1,720

235

유치원(취학예정자)

참여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14.8

2,726

2,023

초등학교(1~5학년 재학생)

참여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율

74.2

24,942

12,988

52.1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b). 내부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표 Ⅲ-31> 2021년도 세종시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단위: %)

질문 내용
1. 가구 유형

응답 내용 및 응답률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해당사항 없음

0.4

1.5

8.6

83.8

5.7

2. ‘온종일돌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84.1

15.9

3.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51.9

48.1

가족 내
돌봄 가능

방과후학교,
사교육 가능

4.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돌봄 프로그램 돌봄 제공 시간
마음에 들지 않음
맞지 않음

집 근처 돌봄
제공 없음

56.0

38.0

2.0

2.4

5.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수업시간 전

13:00~17:00

17:00~19:00

19:00이후

1.6

15.6

65.3

16.7

2.4

6.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77.6

10.4

8.5

2.4

1.1

7. 돌봄서비스 도움
여부

매우 도움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
안 된다

68.9

27.4

3.2

0.4

0.1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b). 내부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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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다수(83.8%)가 맞벌이 가구이고, 온종

일 돌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4.1%로 확인됨.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는 응답(51.9%)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8.1%)은 유사하게 나타남.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65.3%), 17시부터 19시까지(16.7%), 수업시간 전(15.6%) 등
의 순으로 높았고,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으로는 초등돌봄교실(77.6%)이 가장 선호됨
(<표 Ⅲ-31>).

4. 소결 및 시사점
1) 중앙정부 초등돌봄 정책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초등돌봄 정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에서 온

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별 돌봄체계를 마
련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기관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추진되
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초등돌봄 공급의 격차로 인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제공기관별 서비스의 질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초등
돌봄 관련 학교와 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며, 초등돌봄 전담인
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대한 요구 등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초등돌봄과 관련한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첫째, 지역 간 초등돌봄 공급의 격차가 존재함.


지역에 따라 초등돌봄 수요 대비 공급은 물론 학교 및 돌봄기관 등 돌봄 인프라 여건의 차
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장명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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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 그리고 지역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확인됨. 이에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지 및 관심을 통해 각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함(이희현 외, 2019).
▢ 둘째, 초등돌봄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격차도 존재함.


현재 초등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각기 다르고, 돌봄기관 운영 기준 역시 상이하
기 때문에 행·재정 측면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서비스의 질에서도 격차가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임.



특히,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제공이 확산됨에 따라 돌봄기관 유형이나 지역의 특성에 상관
없이 일정 정도의 초등돌봄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게 요
청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초등돌봄의 담당 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한 공통적
인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부재한 채 각 돌봄기관별로 별도의 운영 매뉴얼 등을 활용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한편 각 초등돌봄기관별로 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인력, 시
설 및 공간 등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상황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돌
봄전담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차이가 있어 중앙 단위의 공통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기관 리모델링 사업비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학교 내 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완화가 필요한
한편 이용 학생을 위한 차량운행 소요 추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 마을돌봄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공간 확충,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남(관계부처 합동, 2019; 장명림 외, 2018).

▢ 셋째, 학교와 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초등돌봄이 교육인가 또는 보육 및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과 함께 돌봄이 학교의 사무인가
지자체의 사무인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온종일 돌봄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마을돌봄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는 학교가 안
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돌봄을 선호하고 있음(김영란 외, 2018; 장명림
외, 20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 2020b). 그러나 학교는 그간에 정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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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시간 이후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과 관련하여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본질적인 과업인 교육활동 특히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어 왔음을 문제로
제기함.


이희현 등(2019)은 초등돌봄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하면서 건전한 지역주민으로
의 성장을 지원하고, 돌봄 활동 그 자체가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활동과 직결됨
을 근거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다만, 지역 돌
봄체계에서도 학교는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 돌봄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중간조직의 활성화가 요구됨.


지역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도세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강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관(官)이 주도하는 경우는 정책 추진 및 실행력이 강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주기적인 단체장의 변화는 전문성 축적에 한계
를 가지며,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반
면, 민(民)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충족성이 높고, 지속성이 높은 강
점이 있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실행력에 한계를 보임.



이와 같이 관이 주도하는 경우와 민이 주도하는 경우는 각각 상반되는 강점과 한계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관과 민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간조직의 운영을 통해 각각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이희현 외, 2019). 또는 공공의 투명성과 민간의 전문적 특성을 결합한 사회서
비스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광역지자체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중간조직
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중간조직은 초등돌봄의 지역 격차와 사각지
대를 해소하면서 지역 단위 돌봄체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하고, 고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
과 임금 기준, 교육훈련 및 연수 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호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임. 특히, 초등돌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과 함께 아동에 대한 관심
과 애정 등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전담인력이 질
높은 돌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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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관련 전문성 강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장명림 외, 2018).


이와 더불어 초등돌봄과 관련되어 활동하는 전담인력 등 인적 자원의 질을 관리하는 체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온종일 돌봄 정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
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제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활동가 등의 민간 자원이 돌봄 전담인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함. 따라서 초등돌
봄을 위한 다양한 인적 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제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돌봄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
양한 인력풀을 구성·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희현 외, 2019).



한편, 초등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이
고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기관에
소속된 전담인력의 소속 및 사업은 달라도 지역 내 연수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며(김민희, 박소영, 이지혜, 이희현, 김주영, 김진아, 2020), 이러한 지역 내 돌봄 전담인
력의 연수 및 질 관리는 앞서 제안한 중간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세종시는 인구 35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원도심인 읍면 지역과

신도심인 동 지역 간의 특성과 차이가 비교적 분명한 편임.
▢ 둘째,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인구구조에서도 차이가 발견됨. 지역별 초등학생 수는 읍 지

역이 1,634명, 면 지역이 2,385명, 동 지역이 25,920명으로 동 지역에 대부분(86.6%)의
아동이 거주함.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고령자 대상의 요양 및 보건서비스 등의 욕구
가 높은 편임.



반면, 동 지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신규 유입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아동 인구가 많고, 보육 및 초등돌봄, 교육 등의 욕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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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세종시의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1.9%였고, 이 중 대다수는 13시부터 17시까지의 돌봄을 원했으며(65.3%), 17시 이후의
저녁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19.1%, 수업시간 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15.6%로 나타남.
▢ 넷째, 지역별 초등돌봄 제공기관의 분포는 동 지역이 38개소로 가장 많았고, 면 지역이 21

개소, 읍 지역이 11개소 순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특징과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음.


읍면 지역은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은 반면, 동 지역은 맞벌이 가구 대상 서
비스 제공기관이 주로 설치됨. 세종시 특화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는 대부분 동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동 지역에 설치된 공립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돌봄기관의 건축물 유형과 접근성 등
에서도 격차가 큰 편임.



면 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과 주변 생활기반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수가 적더
라도 돌봄서비스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조기에 돌
봄 공급이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아동 관련 자원에 대한 지역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다섯째, 지역별 초등학생 수 대비 전체 돌봄기관 수는 면 지역이 가장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초등돌봄이 제공되고 있는 면 지역은 넓은 면적을 고려
하여 접근성 등의 물리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반면, 동 지역은 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초등돌봄이 제공되고 있고, 초등돌봄
교실의 전담교사 1인당 아동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초등
돌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세종시의 이러한 특성은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의 중요성과 더불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특성 및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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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사례
▢ 국내 초등돌봄의 운영 사례는 다음의 5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봄.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초등돌봄 중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임. 구체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과 노
원교육복지재단의 ‘온종일돌봄사업단’의 사례를 서면조사를 통해 확인함.



두 번째는 지자체가 초등돌봄 운영의 주체가 되어 초등학교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는 사례임. 서울시 중구와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초등돌봄 직영 사례를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와 더불어 서면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확인함.



세 번째는 지자체와 학교(교육청)의 협력으로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지자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로 운영 중인 충남 서천군의 한산초등학교
온종일돌봄센터의 사례를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살펴봄.



네 번째는 지자체가 민간기관에 초등돌봄기관을 위탁하여 차별화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
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예술활동에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다
함께돌봄센터 4호 예술이 꽃 피우다를 현장방문 함.



다섯 번째는 주민 주도로 마을돌봄을 시작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운영하는 사
례임. 충북 옥천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을 현장방문하여 살펴봄.

▢ 국내 사례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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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국내 사례조사 방법
구분
초등돌봄 중간조직

지역

조사 및 분석대상

날짜

방법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11.23.

서면조사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노원교육복지재단

2020.11.29.

서면조사

지자체 직영
(학교 내 돌봄 운영)

서울 중구

중구청/8개교 초등돌봄교실

2020.12.02.

서면조사

충남 홍성군

홍성군청/3개소 방과후돌봄센터

2020.12.10.

서면조사

지자체-학교(교육청) 협력

충남 서천군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2020.11.03.

현장방문

지자체 위탁 운영

전북 익산시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

2020.11.05.

현장방문

지역단체-교육청 협력

충북 옥천군

안남배배우 작은도서관

2020.11.10.

현장방문



먼저, 현장방문 조사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0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함. 직접 돌
봄기관을 방문하여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및 지원인력,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다음으로, 서면조사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진행함. 초등돌봄 담당자가 구조화된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
지에 대한 답변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된 서면자료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 내용을 수집함.



주요 조사내용은 기본 운영 현황(공간, 인력, 이용대상, 프로그램, 급식 등) 및 개소 과정,
지자체-학교 협력 여부 및 협력 내용, 참여 주체의 역할, 운영상 특징, 운영 시 어려움 및
한계, 성과 및 개선점, 관계자 인식 및 만족도 등임.

1) 중간조직을 통한 초등돌봄 운영 사례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역할
▢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을 두어 돌봄 정책의 협조체계를

구축함.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중앙-시-자치구 전달체계
를 구축·지원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지원,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방안 지원 등임. 이 가운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역할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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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운영매뉴얼 개발 및 배포, 기관 운영 컨설팅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체계 마련 및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거점형 우
리동네키움센터 제1·2호 위탁 운영 및 거점형 활동 콘텐츠 개발 지원 등임.
▢ 이 외에 2021년에는 온마을돌봄 생태계조성지원 시범사업 운영과 문화예술체험활동 콘텐

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본부 차원에서 온마을돌봄
정책 관련 연구를 지원함.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위탁기관의 온마을돌봄 협력과 역할

분담 내용은 <표 Ⅳ-2>와 같음.
<표 Ⅳ-2> 서울시 온마을돌봄의 협력과 역할분담
구분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내용
 서울시 온마을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사업의 지도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추진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온마을돌봄 정책 연구 지원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기관(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인적·물적
자원의 틈새를 보완하여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기능 수행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틈새돌봄서비스 제공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법인으로 예산, 인력, 운영 등의 책무성 수행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지.

②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운영 개요
▢ 인력 현황 및 운용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은 3급 1명, 4급 3명, 5급 1명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위탁
운영 중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제1·2호의 센터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채용하
고, 종사자는 각 센터에서 채용하는 방식임.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채용은 대부분 자
치구 및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며,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은 관여하지 않음.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 센터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통교육과 직무교
육 Ⅰ·Ⅱ 과정을 운영함(<표 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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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대상

교육과정

자치구 담당자

공통
공통

직무Ⅰ

돌봄종사자

직무Ⅱ

내용

시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교육
우리동네키움포털 교육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교육

1
1
1

우리동네키움포털 교육
온마을돌봄 사업의 이해
아동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1
1
1

아동발달과 지도방법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이해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2
2
2

초등돌봄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적용 실제

2
2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지.

▢ 프로그램 운영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으며, 제1·2호 거점형 우리
동네키움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유형과 개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시
행함.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대상, 방법, 일정 등의 계획은 <표 Ⅳ-4>와 같음.
<표 Ⅳ-4>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구분

모니
터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운영 현황 모니터링

일반형 84개소
융합형 2개소

키움포털 내 운영 현황
업데이트 및 현황분석

연 4회
(3/6/9/12월)

신규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

개소 2개월 이내 센터

지원단 현장방문

기존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

일반형 84개소
융합형 2개소

지원단 및 키움참여단
현장방문

신규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개소 6개월 이내 센터

컨설턴트 현장방문

기존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희망센터

컨설턴트 현장방문

운영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수요자
(이용 아동 및 부모)

문항개발 및
온라인 설문조사

컨설팅
정책
만족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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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및 자원 활용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돌봄기관과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협력 역할을 탑재함.
특히, 센터장(마을돌봄조정관)이 연계 및 협력하도록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근 돌봄기관
외 학교, 동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관련 이슈를 지원함.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자치구 관내 다양한 돌봄기관들과 물적, 인적, 공간 등의 자원
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 발굴을 통해 일반형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의 모델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
장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과정을 지원하고,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
회 돌봄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연계·협력함.

(2) 노원교육복지재단
① 노원교육복지재단 역할
▢ 노원구는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간조직인 ‘온종일돌봄사업단’을 구성함. 현재

온종일돌봄사업단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임. 온종일돌봄사업단의 주요 기
능과 역할은 온종일돌봄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지
원, 돌봄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등임.
▢ 노원구와 노원교육복지재단,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초등돌봄 협력과 역할분담 내용은

<표 Ⅳ-5>와 같음.
<표 Ⅳ-5> 노원구 초등돌봄의 협력과 역할분담
구분

노원구

노원교육복지재단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내용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온종일돌봄위원회 및 마을돌봄협의회 지원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화후교실) 운영 총괄
 마을돌봄 수급관리, 신규 돌봄시설 조성, 보조금 지원 등
 온종일돌봄사업단 구성 및 운영
 후원금품 활용
 초등돌봄 수요조사, 학교돌봄 운영 총괄
 마을학교 등 프로그램 및 공간 협력

출처: 노원구청(2020).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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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종일돌봄사업단 운영 개요
▢ 인력 현황 및 운용


온종일돌봄사업단은 단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이며, 노원교육복지재단 인사규정에 따
라 채용함. 다만, 온종일돌봄사업단이 2020년 7월 1일 자로 노원구청 직영에서 노원교육
복지재단으로 위탁 전환됨에 따라 종사자 전원을 고용승계 하였음. 센터장은 5년 임기제
(연임 가능) 이고, 그 외 직원은 정규직 채용임.



돌봄기관 종사자 채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채용방법 및 자격 기준을 따름. 온종일돌봄사업
단에서는 신규 돌봄기관 종사자 채용 후 시설 배치 전 2~3주간 교육을 실시함. 서울시지원
단 등과 함께 연간 교육일정에 따라 지원·관리함.

▢ 프로그램 운영


온종일돌봄사업단이 위탁 운영하는 돌봄기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연계 및 자원 활용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시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으로 연계하여 초
등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온라인수업 및 점심식사 제공 등을 학
교와 상호 연계함.



노원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품 활용,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원연계, 기타 자원봉사센
터 등의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협력을 도모함.

2) 지자체의 초등학교 내 돌봄기관 운영 사례
(1) 서울시 중구
① 중구형 초등돌봄 목표
▢ 첫째, 수요에 대응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

고, 지자체는 돌봄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직영 전환함. 부족한
돌봄을 위해서는 권역별 돌봄(키움)센터 조성 및 마을돌봄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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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비용 부담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중구청 직영 돌봄

기관의 돌봄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 시간을 7시 30분부터 20시까지 연장함. 학원 이용 시
돌봄교사가 아동을 학원차량까지 인솔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
한 양질의 문·예·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방학기간에는 지역 인프라, 예술거버넌스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또한 우수 공급업체를 통해 질 높은 급·간식을 무료로 제
공하며, 시설 리모델링, 보안·경비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

② 중구 직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
▢ 관내 9개교 가운데 8개교의 돌봄교실을 중구청에서 운영함. 2020년까지는 5개교를 운영

하고, 2021년 3월부터 3개교를 추가 운영함(<표 Ⅳ-6>). 나머지 1개교는 운동장이 없는 미
니학교로, 현재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 겸용 교실을 사용 중임. 향후 전용 교실 확보 후 중
구청 직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표 Ⅳ-6> 중구 직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
(단위: 명, 실)

학교명

돌봄 인력
돌봄교사

보안관

교실수

정원

직영일

흥인초

6

1

3

75

2019.3.4.

봉래초

4

1

2

50

2019.9.2.

광희초

4

1

2

50

2020.3.2.

남산초

8

1

4

100

2020.3.2.

청구초

8

1

4

100

2020.3.2.

덕수초

8

1

4

100

2021.3.2.

장충초

10

1

5

125

2021.3.2.

충무초

6

1

3

75

2021.3.2.

출처: 중구청(2020). 내부자료: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안내.

③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개요
▢ 운영 주체: 중구청에서는 초등돌봄 운영을 총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 및 시설을

관리함. 2019년 5월 16일 자로 시설관리공단 돌봄교육직을 신설하고, 기존 학교 돌봄전담
사의 고용승계 및 정년보장을 이행함.
▢ 운영시간: 학기중에는 수업 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전돌봄을 제공하고,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20시까지 운영함. 방학중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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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정원 초과 시 1~3학년 중

한부모, 저소득·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수용함.
▢ 돌봄 인력: 돌봄교사가 교실당 2명씩(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또는 시간제 2명) 배치되고,

학교에 돌봄보안관 1명이 배치됨. 이 외에 보조인력으로 오전돌봄, 대체인력 등이 지원됨.
▢ 급·간식: 학기중에는 석식을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함. 간식은 오후에 1

회 제공하며, 우수 공급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이용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급식: 1식
당 5,000원, 간식: 2,000원). 필요 시 간단한 조리를 병행함.
▢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놀이활동, 연계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

한 놀이, 창의, 문·예·체 프로그램을 운영함(<표 Ⅳ-7>).
<표 Ⅳ-7> 중구 돌봄교실 프로그램 구성내용
구분

진행

정규 프로그램  외부 전문강사
놀이활동

 돌봄교사

횟수

시간

내용

 주 3회

 60분/80분

 문·예·체

 주 2회

 60분

 문·예·체

비고

 외부 기관, 기업, 자  주 1회
 프로그램에
연계 프로그램
원봉사 단체
(연 1~2회)
따라 상이

 놀이체육, 심리운동, 시설 및 권역별
책놀이 등
구성 상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

 아동이 주도하는 프
로젝트 기반 활동

 외부 전문강사 또는  주 1회
 프로그램에
마을활동가
(연 1~2회)
따라 상이

출처: 중구청(2020). 내부자료: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안내.

▢ 안전관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돌봄 전용보안관을 배치하고(오후~야간), 출입구 및 복

도 CCTV 설치, 경찰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연계 경비를 강화함. 돌봄교실 입실 및 퇴실, 학
원 이용 등 이동 시에는 보호자에게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원을 이용할 경우 돌봄
교사가 동행하여 학원차량까지 인솔하는 등 입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함. 그리고 돌봄 시간
중 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함.

④ 중구청 돌봄교실 직영 전환 후 변경사항
▢ 중구청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직접 관리·운영한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영시

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임. 기존에는 대부분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수
업시간 전 오전 틈새돌봄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새롭게 제공하고, 오후돌봄을 방과후부
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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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수의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공급량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음. 예컨대, 흥인초와

충무초는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2실에서 3실로 확대되었고, 덕수초는 2021년 3실에
서 4실로, 장충초는 2021년 4실에서 5실로 확대됨.
▢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실 당 돌봄교사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급·간식 및 프로그램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돌봄 시간 중 학원 등 외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2) 충청남도 홍성군
① 홍성군 직영 방과후돌봄센터 현황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역인 홍성군은 방과후돌봄센터 3개소 6실을 운영 중

임. 홍성군은 충청남도청 소재지이며, 도농복합도시임. 1호점과 2호점은 읍 지역 소재 초
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3호점은 신도심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함(<표 Ⅳ-8>).
<표 Ⅳ-8> 홍성군 직영 방과후돌봄센터 현황
(단위: 명, 실)

돌봄 인력
센터명

위치

돌봄교사
전담관리사

돌봄교사

교실수

정원/현원

직영일

1호점

홍성초 내

-

1

1

20/18

2018.12.3.

2호점

홍주초 내

-

2

2

40/25

2018.12.3.

3호점

내포LH스타힐스
단지 내

1

3

3

60/34

2018.12.3.

출처: 홍성군청(2020). 초등돌봄 운영 현황 조사지.

② 방과후돌봄센터 운영 개요
▢ 운영 주체: 군청에서 초등돌봄 운영을 총괄하고, 프로그램과 급·간식 제공은 위탁 운영함.
▢ 운영시간: 연중(학기중, 방학중, 학교재량휴업일) 운영을 원칙으로 함. 학기중에는 12시부

터 20시까지 운영하고, 방학중에는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함.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한부모 가정, 저학년을 우선

수용함. 또한 방과후돌봄센터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돌봄 이용 아동을 관리함. 즉, 1호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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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은 본교 재학생인 반면, 2호점은 본교 재학생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하는
등 차이가 있음.
▢ 돌봄 인력: 돌봄교사 전담관리사 1명과 돌봄교사 6명이 각 센터에 배치됨. 돌봄교사 전담

관리사는 방과후돌봄센터 3개소를 총괄하면서 돌봄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의 역할도
담당함. 이 외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국가근로장학생의 보조인력이 센터 내 청소 및 정
리, 돌봄 업무 보조, 행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경제과, 대학교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배치를 요청하는 방식임(<표 Ⅳ-9>).
<표 Ⅳ-9>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돌봄교사 배치 현황
구분

돌봄교사
전담관리사

인원

근무처

1명

3호점

1명

1호점

2명

2호점

3명

3호점

돌봄교사

담당 업무
 방과후돌봄센터 3개소 총괄 관리
 돌봄교사 복무관리
 연간, 월간, 주간 운영계획 작성
 외부 프로그램 일정 및 강사 관리
 돌봄 보조인력 관리
 학부모 운영위원회 관리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등
 학생 출결 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외부 프로그램 참여 지도
 반별 테마놀이(교사가 이끄는 놀이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급·간식 준비 및 제공, 사후 처리
 반별 돌봄교실 관리 및 관련 업무 협조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등

출처: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pp.73-74.

▢ 급·간식: 학기중에는 석식과 간식을 1회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중식과 간식을 1회 제공함.

이용자 부담은 없으며(급식: 1식당 5,000원), 외부 위탁업체에서 완제품을 배달·운영하는
방식임.
▢ 프로그램: 놀이활동, 체육활동,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외부 위탁기관에서 구성·운영하

며, 주 5일, 2시간씩 프로그램을 제공함.
▢ 안전관리: 방과후돌봄센터 1~3호점은 모두 아동의 귀가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자 동행 귀

가를 원칙으로 함. 특히, 2호점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의 하교 후 방과후돌봄센터 이동을 위
해 셔틀버스를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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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학교 협력 운영 사례
(1)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추진배경 및 현황
▢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는 충청남도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온종일돌봄센터 사업9)에 공모

하여 선정됨. 2019년 선정 후 리모델링과 운영자 모집을 거쳐 2020년 1월에 개소하여 운
영 중임.
▢ 한산초등학교에는 온종일돌봄센터와 함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종일돌봄센

터는 초등돌봄교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아닌 별관 건물에 위치함.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3일)

[사진 Ⅳ-1] 한산초등학교 전경과 온종일돌봄센터 전경
▢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는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한 온종일돌봄센터’로, 지역 내 기관 간 협

력을 통해 운영하는 모델임. 충청남도, 서천군청, 충남교육청, 교육청서천교육지원청, 한산
초등학교, 한산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그림 Ⅳ-1]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음.


운영예산은 충남도청, 서천군청,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서천군청은 충남도청
예산을 포함하여 온종일돌봄센터 기본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예
산으로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협조하고 있음. 충남교육청은 이용 학생의 석식비 및 프로그

9) 충청남도는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지역공동체를 총망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남형 온종일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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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영비와 귀가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산초는 돌봄 공간으로 학교 2개 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온종일돌봄센터가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프로그램 개발, 자문
식사, 차량 지원

사용 가능 시설 제공
센터요구사항 지원

한산초등학교
온종일돌봄센터

인력, 안전 등
센터운영 지원

대상자 관리
운영비 집행

출처: 한산초등학교 온종일돌봄센터(2020.3). 내부자료: 2020 지역기반 초등돌봄공동체 운영 계획. p.6.

[그림 Ⅳ-1]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협력 운영 및 역할분담

(2)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개요
▢ 운영 주체: 한산느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천군청으로부터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함.
▢ 운영시간: 학기중에는 16시 30분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대부분 한산초 초등돌봄교실이

끝나고 온종일돌봄센터로 이동하여 19시 30분에 귀가 버스를 타고 귀가함. 즉, 초등돌봄
교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녁돌봄을 담당하는 ‘시간 연장형’ 돌봄의 특징을 가지며, 농촌
지역 학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음. 방학중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함.
▢ 이용대상: 현재 이용 아동은 33명으로, 한산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음. 이 중

17명은 한산초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이며, 나머지는 고학년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용하고 있음.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산초 학생이 우선이
지만 타교생도 이용 가능함.
▢ 돌봄 인력: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천군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전담인력 이외에 프로그램 강사 등 자원봉사자 17명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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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주 공간은 별관 건물 건지예술문화관10) 1층의 2개 교실임. 또한

건지예술문화관 2층에 있는 밴드실, 강당, 목공실 등 대부분의 공간과 시설도 학교의 협조
로 사용함.

고학년 공간

저학년 및 유치원생 공간

밴드실

강당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3일)

[사진 Ⅳ-2]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내부공간

▢ 급·간식: 저녁돌봄을 위해 석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무료로 운영함.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존식을 보관함.

10) 건지예술문화관은 지역민이 이용하도록 한 평생학습시설로 운영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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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하루에 1~2개 프로그램을 17시부터 19시 전까지 진행하며, 돌봄전담사가 직접

담당하거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재능기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난타, 목공, 요리교실 등이며, 요일 및 학년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함([그림 Ⅳ-2]).

출처: 한산초등학교, 한산초온종일돌봄센터(2020). 내부자료: 2020년 2학기 한산초등학교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계획. p.2.

[그림 Ⅳ-2]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2020년 2학기 저녁돌봄 프로그램

▢ 안전관리: 온종일돌봄센터는 학생 안전 생활수칙을 마련하고, 귀가 버스운행 시 안전도우

미가 동승하는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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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위탁 운영 사례
(1) 전라북도 익산시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추진배경 및 현황
▢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익산시에서 국비 및 도비 대응투자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기관임. 익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1개소 외에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
가운데 예술이 꽃 피우다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협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다함께돌봄센
터 4호점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10월에 개소함.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이동 거리가 짧다

는 장점이 있음. 이용료는 월 10만 원에 간식비 2만 원은 별도이며, 상시돌봄과 더불어 일
시돌봄도 가능함.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5일)

[사진 Ⅳ-3]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입구와 전경

▢ 익산시는 돌봄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활용 가

능한 공간이 없어 위탁 운영 중임.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지자체가 다
함께돌봄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민간단체의 공간을 활용하는 위탁 협력을 통해 온
종일 돌봄 요구가 많은 아파트 지역의 돌봄 수요를 흡수했다는 점이 특징임. 비영리민간단
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그간의 노하우를 초등돌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점도 주요한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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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요
▢ 운영 주체: 비영리민간단체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전북지부)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 법인의 특성을 살려 전통 예술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예술교육을 기초로 한 초등돌
봄을 실시하고 있음.
▢ 운영시간: 학기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방학중에는 10시 30분부터 18시 30

분까지 운영함.
▢ 이용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아동은 8명으로 학기

중인 10월에 개소하여 아직 정원(20명)이 다 차지 않음.
▢ 돌봄 인력: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기준에 따라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2명이 돌봄을 담당

함.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자 2명의 지원인력이 있음.
▢ 공간: 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한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전용 공간은

105.6㎡ 규모이고, 활동공간 2개실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주방공간이 설치됨. 법인 사무
실도 상가 2층의 같은 공간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시 전용 공간 이외에 소규모 연습실 겸
강당 등 법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5일)

[사진 Ⅳ-4]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전용 공간 및 소규모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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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기본 숙제지도 및 특별활동 등임(<표 Ⅳ

-10>).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술돌봄(학습지도+돌봄+예술)’을 컨셉으로,
사단법인의 인적 자원을 자원봉사 강사로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할 계획임([그림 Ⅳ-3]).
<표 Ⅳ-10>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시설명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다함께돌봄센터
1호

 생활지도: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일상생활: 안전, 위생지도 등
 요리, 발레, 방송댄스, 마술, 원어민 영어 수업
 건강보험공단 지원 방과후 체험 프로그램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2호~5호

 생활지도: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일상생활: 안전, 위생지도 등
 체력향상: 신체활동 및 또래놀이
 창의력 향상: 논술, 독서, 미술·공예
 정서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푸드테라피, 난타, 악기수업 등

위탁 운영

출처: 익산시 복지국 아동복지과(2020.11.2). 내부자료: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p.2. 재구성.

출처: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2020). 내부자료: 안내지 시안.

[그림 Ⅳ-3] 예술이 꽃 피우다 다함께돌봄센터 예술돌봄 프로그램 주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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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단체-교육청 협력 운영 사례
(1)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돌봄 추진배경 및 현황
▢ 옥천군 안남면은 2007년 주민 주도로 마을도서관을 설립하여, 주민자치의 도서관을 운영

해 옴. 작은도서관 운영과정에서 농촌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
터 마을돌봄을 운영함. 옥천군에서 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청으로부터 운영 지원비
를 지원받으면서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마을 방과후학교 연계사업에 선
정되어 옥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에 기반한 도서관의 운영 경험, 그리고 지역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결합되어 자발적으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무엇
보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 자발적 협의와 논의 속에서 초등돌봄
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공공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아님. 작은도서관의 돌봄을 위해 별도의 돌봄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도서관을 운영하는 영
농조합 법인이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함. 이에 더하여 옥천군청이 귀가버스 구
입 및 기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옥천교육지원청과 군청 평생학습원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
며, 현물 지원으로 옥천산림조합에서 간식을 기부하는 등 마을돌봄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10일)

[사진 Ⅳ-5]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입구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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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돌봄 운영 개요
▢ 운영 주체: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에서 마을돌

봄 프로그램도 운영함.
▢ 운영시간: 주중에는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마친 아동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도착하

는 16시 반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8시에 도서관 귀가버스를 타고 귀가함. 초등돌봄교
실 이후 마을에서 이어지는 ‘시간 연장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임. 주말에는 따로 돌봄 프
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지만, 작은도서관이 주말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 아동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함.
▢ 이용대상: 돌봄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며, 현재 초등학생 20명과 유치원생 10명,

총 30명이 이용하고 있음.
▢ 돌봄 인력: 돌봄 전담인력은 없으며, 작은도서관 사무국장이 주로 돌봄 운영 전반을 담당하

고 있음. 군청 지원 행복일자리 인력 3인이 청소와 간식준비, 책 정리 등을 담당하고, 귀가
버스 운행 기사 인력이 따로 있음. 주목할 점은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12명)이
자원봉사자와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의 돌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임.
▢ 공간: 작은도서관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 도서관 1층에는 서가 및

열람실 겸 활동실, 주방 등이 있음.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년 11월 10일)

[사진 Ⅳ-6]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실내공간 및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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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간 연장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돌봄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과다하게 구성되

지 않음. 초등학생은 17시부터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8시에 귀가하는 일정임.
1주일에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원, 행복교육지구, 마을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강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표 Ⅳ-11>).
<표 Ⅳ-11>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기간

횟수

도서관하룻밤자기

1월

1회

50명

도서관

마을합창단

1월

5회

20명

도서관

바느질

1~2월/매주 수요일

6회

5명

도서관

어머니학교책읽어주기

2~8월/매주 화, 금

47회

22명

도서관

요가(어른)

1~8월/매주 월, 목

61회

20명

두드림(주민자치)

공예(저학년)

3~5월/매주 금요일

20회

10명

평생학습원

영화보기

1월

1회

35명

옥천작은영화관

유치원책읽어주기

4~5월

8회

11명

도서관

초등학교책읽어주기

4~7월

34회

23명

도서관

바느질

5~8월

16회

20명

행복교육지구

축구교실

5~8월

16회

10명

평생학습원

손모내기

6 5일

1회

50명

함추름교육과정

어린이날 행사

5월

1회

50명

도서관

연계기관

목공

6~8월

11회

20명

마을아카데미

박물관기행

7월 6일

1회

40명

마을아카데미

12주년개관식

7월 20일

1회

150명

도서관

중등미디어교육

8월

10회

10명

옥천순환경제공동체

드림스타트 요리수업

8월

2회

25명

드림스타트

도박예방교육

5월

1회

30명

청소년센터

공예(고학년)

6~8월

20회

10명

평생학습원

출처: 옥천교육지원청(2020). 내부자료: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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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주요국들의 사례로부터 도출하기 위해 일

본,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5개국의 초등돌봄 운영 현황을 살펴봄.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마련함. 우선,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우리나라
와 유사한 교육 정책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해 방과후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함,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는 적극적인 젠더 평등 정
책을 펼치고 있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뒷받침하는 아동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선정함.
또한 영미권 국가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선정하였는데, 미국은 돌봄의 주요 목표로 아
동의 기초학력 보강과 학업 증진에 더하여 확장(expanded)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
별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함.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관련법의 규정을 통해 아동
돌봄에 관한 허가 및 자격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는 국
가 수준에서 교육 및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함.



사례조사를 위해 적용한 방법으로는 첫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의 교육 및 복지 분
야 정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검색함. 둘째,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최신 현황을 보완함. 분석 내용은 각 국가별 초등돌봄의 추진배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현황, 구체적인 운영 사례 등임. 문헌 분석으로만 해외 사례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
당 국가 문헌의 구성 및 충실도에 따라 국가별 구성과 내용에 다소 편차가 있음.

1) 일본
(1) 관련 법·제도11)
①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는 동법 제6조의3 제2항에서 방과후 돌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11) 일본의 관련법은 e-Gov홈페이지(www.e-gov.go.jp, 2020년 11월 29일 인출)에서 관련 법안을 검색·발췌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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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과후 아동의 건전한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
의 보호자가 노동 등으로 낮 시간에 가정에 있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수업 종료 후 아동후
생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정의함.

② 아동·육아 지원법
▢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 및 가정과 지역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책과 아울러 아동·육아지원급부, 기타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
원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③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며, 사회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한 법임. 방과후 돌봄에 관한 내용은 동법 제5조의13에서 정하고
있음.


이는 학령아동 및 학령학생(「학교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대해 학교 수업 종료 후 또는
학교 휴교일에 학교, 사회교육시설 및 그 외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여 학습을 포함한 다양
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장려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지역과 학교가 연
계 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학교협동활동’의 추진에 대한 내용
을 정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돌봄에 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 있음.

(2) 정책 현황
▢ 일본의 방과후 돌봄 정책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초등학교 취

학 전 돌봄은 충분한 것에 비해 취학 이후 시기부터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이른바 ‘초등학
교 1학년 시기의 장벽’12)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교육과 복지 영역에서의 돌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2014년 3월 제1회 경제재정자문회의·산업경쟁력회의합동회의를 포
1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장벽’이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보육원(한국의 어린이집 등에 해당)과 비교하여 부모
가 일과 육아를 병행·양립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함. 보육원에는 ‘연장보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침 이른
시간 또는 저녁 늦게라도 아동을 맡길 수 있음. 초등학교에도 ‘학동보육’(学童保育)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보육원의 연
장보육과 비교하면 빠른 시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특히 일하는 여성(어머니)이 근무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상
황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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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각종 중앙정부 회의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장벽’이 논의되었고,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연계 협력에 대한 방안 제시가 요구되었으며, 방과후 돌봄의 통합화가 본격
적으로 계획됨(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2014).

①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
▢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2014년 7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고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음(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2014).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은 교육과 복지
영역에서 각각 운영하던 방과후 돌봄의 통합 및 정책의 공동 추진이 핵심임.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과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을 연계·협력하여 실시하고, 둘째, 이를 위해 초등학교 내 여유교실 등
학교시설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임.



기존의 방과후 아동교실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체육관, 평생교육
시설인 공민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방과후 아동클럽은 방과후 보
호자가 부재하는 가정의 초등학생13)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실시해 옴(<표 Ⅳ
-12>). 그리고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에 의해 각 사업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내 여
유교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체형’ 방식, 혹은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이
연계하는 ‘협력형’ 방식이 추진됨.
<표 Ⅳ-12>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의 비교
방과후아동교실
소관 부서
대상
운영 장소

방과후아동클럽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모든 초등학생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원칙)

 초등학교 여유교실 및 지역사회 시설(아
동관, 아동센터, 공민관 등)

 무료

 무료(원칙)

운영 내용

 학습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생활지도, 건강관리, 여가 지원 등

운영 인력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등

 방과후 아동 지도원

이용료

출처: 1)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2)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13) 2015년 4월부터 「아동복지법」 제6조의3 제2항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을 풀고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으로 대상
을 확대함. 이전까지는 방과후 보호자가 부재하는 가정의 초등학생 1~3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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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의 추진체계는 [그림 Ⅳ-4]와 같음.


중앙정부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서 정하는 행동계획책정지침에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기재함.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는 방과후 아동 종합계획 ‘추진위원회’를, 기초지자체인 시정촌
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추진위원회는 관내 방과후 대책의 종합적인 양상에 대해 검
토하고, 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및 복지 담당 부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시설 사용
계획과 활용 상황 등에 대해 협의하면서 양자가 책임을 갖는 체제를 구축해 나감.

출처: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2014).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회의자료: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에 관하여. p.6.

[그림 Ⅳ-4] 방과후 아동 계획 추진체계도(개요)

▢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의 목표는 2019년까지 방과후 아동클럽의 지원 아동 수를 30만 명

더 증원하여 120만 명까지 확보하고, 모든 초등학교(약 2만 개소)에서 일체형 또는 협력형
방식으로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을 운영하며, 이 중 1만 개소 이상을 일체형
으로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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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시점에서 일체형이 4,554개소에서만 실시되고, 17,170명의 대기 아동이
클럽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추진 현황에는 차이를 보임(복지타임즈, 2018.10.12.)(<표 Ⅳ
-13>).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을 통해 방과후 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났으나 여
전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 아동’은 줄어들지 않았고, 방과후 돌봄의 통합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8년 9월에 새로운 수정 계획을 발표함.
<표 Ⅳ-13>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의 추진 현황
방과후 아동교실

방과후 아동클럽

시설 수

 11,991교실(2014년)→17,615교실(2017년)  22,084개소(2014년)→24,375개소(2017년)

일체형

 전체 시설 중 4,554개소

등록 아동 수

-

 936,452명(2014년)→1,171,162명(2017년)

신규개설
초등학교 비율

-

 65%(2,489개소 중 1,618개소)

실시 장소

 초등학교 69.1%,
 기타(공민관, 중학교 등) 30.9%

 초등학교 54%
 기타(아동관, 공적시설 등) 46%

출처: 문부과학성(2018). 방과후 아동교실의 조직, 현황, 과제에 대하여. p.5. 재구성.
주: 2017년 5월 1일 기준

② 신(新)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 및 추진 계획
▢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여성 취업률 상승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

될 수정 계획인 ‘신(新)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모든 아동을 위한
방과후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소 확보를 목표로 다음의 사항들을 골자로 함(후생노동성, 문
부과학성, 2018).


첫째, 방과후 아동클럽의 경우 2021년까지 25만 명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대기 아동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후 2023년까지 약 30만 명 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모든 초등학교구(小学校区)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 두 사업을 일체형 및
협력형으로 실시하고, 그 중 일체형 사업을 1만 개소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셋째, 두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는 경우, 학교시설을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여 새롭게 개설
하는 방과후 아동클럽의 약 80%를 초등학교 내에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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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의 일체형 운영 개요14)
▢ 운영시간: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과가 끝나는 13시경부터 19시까지 운영함.
▢ 일과: 13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오게 되면, 17시까지 방과후 아동클럽과

방과후 아동교실의 공통 프로그램인 학습지도, 체험프로그램, 교실 밖 활동 등이 운영되며,
이 때 참여 아동은 상황에 따라 수시 귀가함. 17시부터는 간식, 활동, 청소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며, 19시까지 모든 아동이 귀가함.
▢ 돌봄 인력: 방과후 아동클럽 사업의 전담인력인 방과후 아동지도원은 아동의 생활지도, 건

강관리, 여가 지원 등을 담당함.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의 참여 인력인 코디네이터와 지역
자원봉사자는 학습 지원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함. 이들은 학교 교직원과 가정의
보호자와 연계하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함.
▢ 인력 비용: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의 경우 1인 1시간 코디네이터 활동비 1,480엔, 학습 어

드바이저 1,480엔, 안전관리원 1,330엔까지 보조 대상으로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
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정촌이 부담함.
▢ 예산: 방과후 아동 클럽 사업의 경우, 보조대상경비는 국가 1/6, 도도부현 1/6, 시정촌

1/6, 보호자가 1/2의 비율로 부담함.15)

2) 덴마크
(1) 관련 법·제도
▢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돌봄에 대한 내용을 ‘아동 교육 및 돌봄’(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이라는 용어로 정의함. 이는 출생시부터 초등교육까지 국가
가 규정한 체제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0세부터 5세 또는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14)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방과후 아동 계획 연계추진실. 방과후 아동교실. 오카야마현 홈페이지(https://www.pr
ef.okayama.jp/uploaded/life/656830_5702036_misc.pdf에서 2020년 10월 29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15)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육아지원과. 방과후 아동클럽 관계·2020년도 예산안의 개요. 문부과학성 학교와 지역이 만
드는 배움의 미래 홈페이지(https://manabi-mirai.mext.go.jp/torikumi/yosan/setsumeikai/siryou2.pdf)에
서 2020년 10월 29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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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부터 의무교육 초등학생의 ECEC 참여율은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98% 정

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European Union, 2019).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의 평균 참여율은 2018년 기준 95.4%로 매우 높은 편인데, 덴마크는 그중에서도 아동
교육 및 돌봄 참여율이 매우 높음.
▢ 덴마크는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 여성 고용

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음. 덴마크 아동 돌봄 정책은 아동교육부(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유아 교육 돌봄 부서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함.

(2) 아동 교육 및 돌봄(ECEC) 운영 개요16)
① 유형
▢ 모든 덴마크 아동은 ECEC 및 종일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음. ECEC 유형은 4가지임.


유아원(Nurseries): 26주~3세 아동 대상



유치원(Kindergarten): 3세~5세 또는 6세 아동 대상



통합 시설(Integrated Institution): 26주~5세 또는 6세 아동 대상



가정 기반 돌봄(Home-based): 26주~5세 또는 6세 아동 대상, 한 명의 돌봄 제공자가 5
명까지 돌봄을 담당

② 운영시간
▢ ECEC는 종교 관련 휴일과 기타 휴관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제공됨.

주로 6시 30분에서 7시에 시작해서 17시까지 운영되는데, 지역에 따라 시작 시간을 탄력
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금요일에는 16시에 종료됨.

16) ECEC 관련 내용 및 운영 개요는 European Union 홈페이지(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
urydice, 2020년 11월 12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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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펜하겐(Copenhagen) 시의 방과후 돌봄 운영 사례17)
▢ ECEC는 유럽 각국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코펜하겐 시

에서 주관하는 공적 방과후 돌봄(after school care)은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함. 대상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돌봄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10세 미만
의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센터(after school center) 및 특별 방과후 센터(special
after school center), 10세부터 13, 14세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 센터(youth
center) 및 특별 청소년 센터(special youth center), 그리고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하
는 청소년 클럽(youth club) 및 특별 청소년 클럽(special youth club)으로 구분됨. 방과
후 돌봄의 이용 비용 또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클럽 이외의 돌봄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됨(<표 Ⅳ-14>).
<표 Ⅳ-14> 코펜하겐 시 방과후 돌봄
방과후 돌봄 유형

제공 유형

연령

비용(1개월, DDK)

방과후 센터
(after school centre)

공적

6~9세

1,420

특별 방과후 센터
(special after school centre)

공적

6~9세

1,420

청소년 센터
(youth centre)

공적

10~14세

432

특별 청소년 센터
(special youth centre)

공적

10~13세

432

청소년 클럽
(youth club)

공적

14~18세

무료

특별 청소년 클럽
(special youth club)

공적

14~17세

73

출처: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https://international.kk.dk/artikel/cost-after-school-care)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센터(after school centre)의

구체적인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음.


대상: 5세 또는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

17) 코펜하겐 시 방과후 돌봄 운영 사례는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https://international.kk.dk/artikel/after-school-ce
ntres. 2020년 11월 12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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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학교 일과 종료 시간부터 17시까지 운영함. 학교 휴업일에는 7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일부는 학교 일과 시작 전에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내용: 방과후 센터에서는 다양한 게임이나 바느질, 요리, 체육활동 등을 제공하고, 아동은
방과후 센터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일과: 방과후 센터에서의 하루 일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학교 일과 전 이
용하는 학생은 아침식사를 함. 오후가 되면 가장 학교 일과가 빨리 끝나는 어린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교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아동들이 오게 됨. 아동들은 직원의 도움을 받
아 원하는 게임이나 활동을 하게 되며, 늦은 오후에는 간식 시간이 있음. 아동의 귀가 시에
는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러 오는데, 아동이 혼자서 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
해야 함. 학교 휴업일 등에는 아동들은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
도의 등록이 필요함.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센터(youth centre)의 방과후 돌봄 개

요는 다음과 같음.


대상: 10세(4학년에 해당)에서 1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내용: 청소년 센터에서는 다양한 게임이나 활동을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은 센터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덴마크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즉, 별도의 언어교육이 아닌,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청소년 센터 밖의 다양한 장소에서도 다양한 활동
을 진행함.



일과: 청소년 센터에서의 하루 일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아동 및 청소년
들은 각자 학교가 끝나면 청소년 센터에 옴. 활동이나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일
부 적은 금액을 지불할 때도 있음. 보호자는 아동 및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에 오가는 것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보다 연령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저녁시간에도 청소년 센터
를 운영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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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1) 연방정부 관련 법 및 정책 현황18)
① 관련 법
▢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

하는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2015년도에 개정하여 만든 법
임. 이 법에서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인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21st CCLC) 등에 관한 규정
을 확인할 수 있음.


제1편(Title Ⅰ): 빈곤지역의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소득 지역사회의 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



제4편(Title Ⅳ): 학생 지원 및 학업 성취 지원금(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Grants: SSAE) 및 21세기 지역사회 교육센터에 대한 내용

② 정책 현황
▢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한 방과후 돌봄 정책으로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 CCLC)와

함께 ‘아동 돌봄 발전 포괄 지원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등을 들 수 있음.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st CCLC)는 1994년 미국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을 통해 재승인 됨. 설립 당시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누
구나 지역사회 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재승인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아동낙
오방지법」 제4편 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학교 일과 전 프로그램, 여름 학기 학습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0년 기준 이 정책이 지
원하는 재정 총액은 1,249,673,000달러이고, 서비스 대상 아동 수는 1,703,802명임19).

18) 미국의 연방정부 관련 법 및 정책 현황은 Afterschool Alliance 홈페이지(http://www.afterschoolalliance.org/
policy21stcclc.cfm, 2020년 11월 28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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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발전 포괄 지원금(CCDBG)은 방과후 돌봄(afterschool care)을 이용하는 학령
기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히, 빈곤 가정 일시 부조 제도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저소득층 가정
의 보호자가 일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13세까지의 아동이 아동 돌봄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미국의 방과후 돌봄은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과 학업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제공에

서 나아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강조
하고 있음.


관련 연구(Allen, Noam, Little, Fukuda, Chang, Gorrall, & Waggenspack, 2017)에
따르면, 11개 주에서 운영하는 160여 개 방과후학교 STEM 프로그램에 약 1,600명의 학
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0%는 과학 지식 습득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
으며, 78%는 STEM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고, 73%는 과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함.



방과후학교 및 여름 방학 프로그램에서 STEM 관련 기술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강
조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 STEM Hub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음.

(2) 방과후 돌봄 유형 및 내용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Parsad &

Lewis, 2009).


첫째, 비용을 지불하는 단일형 돌봄 프로그램(fee-based stand-alone day care
program)임.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으로 숙제 지원, 레크리에이
션 활동, 예술과 공예 등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에 대한 지도가 주로 이루어짐.



둘째, 학업 지도 및 튜터링 중심의 단일형 프로그램(stand-alone academic instruction
/tutoring program)임. 학업 지도 또는 튜터링에만 집중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학,
읽기, 과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9) 21세기 커뮤니티 학습센터 예산 분석(2020년 2월 기준). Afterschool Alliance 홈페이지(http://www.afterscho
olalliance.org/documents/21stCCLC-budget-chart.pdf)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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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1세기 커뮤니티 학습센터(21st CCLC)는 핵심 교과목에 대한 지도 또는 미술, 음
악, 연극, 기술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마지막으로, 그 외 형식적 단일 또는 광범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other types of
formal stand-alone or broad-based after-school program)은 앞서 제시한 3개 유
형에 속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임.

▢ 운영 내용에 따라서는 문해, 수학, 과학, 예술, 기술, 숙제 지원으로 구분됨. 미국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 관련 포털인 ‘The You for Youth(Y4Y)’에서는 각 영역을 안내하는 툴킷
(toolkit)을 제공함(<표 Ⅳ-15>).
<표 Ⅳ-15>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별 툴킷(toolkit)
구분

내용

문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핵심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함. 잡지, 그림책, 소설,
논픽션 등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한 토론, 펜
팔 등의 활동을 통해 문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수학 및 과학

 교과 활동과 같은 형태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삶에서 수학 및 과학적 역
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소그룹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수학에 대한 대화 나
누기, 수학 게임, 과학 실험, 과학 탐구 활동 등을 실시함.

예술

 춤, 음악, 연극, 영상 등의 활동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기술

 특정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앞서 제시한 영역과 기술을 결합한 활동을
실시함. 예를 들어, 예술 활동과 컴퓨터를 결합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더
욱 촉진함.

숙제 지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학
습 습관을 기르고, 어느 곳에서든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 할 수 있도록 함.

기타

 그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원·동물원·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체험활동 등을 다양하
게 구성함.

출처: The You for Youth(Y4Y) 홈페이지(https://y4y.ed.gov/toolkits/afterschool/math/)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3) 주정부 운영 사례
① 텍사스(Texas) 주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의 ‘Texas ACE’ 프로그램20)
▢ 텍사스 주의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은 ‘Texas Afterschool Centers on

20) 텍사스 주 교육청 홈페이지((https://tea.texas.gov/texas-schools/support-for-at-risk-schools-and-stud
ents/after-school-programs, 2020년 11월 26일 인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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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프로그램, 즉 ‘Texas ACE’라고 불림(<표 Ⅳ-16>).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출석률, 행동 및 학업 향상과 함께, 이를 위한 기회가 없는 학생 및
가족에게 보충·보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텍사스 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은 Texas ACE의 참여자가 프로그램 및 법
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관련 연수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에 관한 자원 개발 관리, Texas ACE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함.
<표 Ⅳ-16> 텍사스 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Texas ACE) 사례
학교

내용

Burnet Elementary

 대상: 초등학교 3, 4학년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8시까지 운영
 내용: 예술, 가족 참여 행사, 드론/코딩/VR, 요리, 연극, 전통 무용, 체육, 숙제지
도, 튜터링 등

 대상: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Crenshaw Elementary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8시까지 운영
 내용: 예술, 농구, 커뮤니티 서비스, 컴퓨터, 요리, 춤, 가드닝, 숙제지도, 과학 등

Morgan Elementary

 대상: 초등학교 3, 4학년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8시까지 운영
 내용: Black History Month 관련 프로그램, 독서, 레크리에이션, 컴퓨터 게임 제
작, 숙제지도, 문해 교육(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아침 튜터링, 수제 및 재봉 기
계를 이용한 바느질, STEM, 가드닝 등

Oppe Elementary

 대상: 초등학교 3, 4학년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8시까지 운영
 내용: 예술, 공예, 드론, 로봇, 컴퓨터 게임 제작, 요리(스페인어 요리교실 병행),
춤, ESL, 가드닝, 숙제지도 및 튜터링, 바느질, 리더십 프로그램 등

Parker Elementary

 대상: 초등학교 3, 4학년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8시까지 운영
 내용: 예술, 공예, Black History Month 관련 프로그램, 보드게임, 컴퓨터, 댄스
동아리, 스포츠, 엔지니어 동아리, 독서 클럽, 미디어 아트, 요리 교실, 시, 레크리
에이션, 바느질, 스크랩 등

출처: Galve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홈페이지( https://www.gisd.org/)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주: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TOR Kids/Prep After School Program의 적용을 받음. 이 경우는 월요일~금요일, 17시 15분까지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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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테네시(Tennessee) 주의 ‘교육용 복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LEAP)21)
▢ 테네시 주에서는 교육용 복권 기금을 통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용

복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The Lottery for Education: Afterschool Programs: LEAP)
을 제공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음(Tennesse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대상: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5세~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장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
든 운영이 가능함. 단,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경우 안전한 이동 수단(버스, 부모 동행, 도보
이동 등)을 제공해야 함.



프로그램: 최소 180일간 운영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제공됨. 읽기 능력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 수학 또는 과학 프로그램, 학업 멘토링 및 튜터링, 스포츠 및 레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이 중 스포츠 및 레저 프로그램과 같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한 주당 최소
60분 운영되어야 함.



성인 및 가족 지원: 학생의 학업 성취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됨.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성인 가족에 대해 문해 교육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음.



운영 및 지원인력: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 코
디네이터(site coordinator), 교사(teacher) 등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훈련 프로
그램에 참여함. 전담인력 이외에 지역사회 내 레크리에이션 센터, 청소년 단체, 박물관, 시
민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21) Tennesse Department of Education(2016). Lottery for Education Afterschool Programs(LEAPs)
Program Manual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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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22)
(1) 관련 법·제도
①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법(Education Act)
▢ 2017년 9월 1일부터 온타리오 주 교육법을 개정함. 개정된 법에서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장 수업 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내 제3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반드시 제공할 것을 규정함.

② 아동·보육과 유아교육법(Child Care and Early Years Act 2014: CCEYA 2014)
▢ 13세 이하 아동의 학습, 발달,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고, 아동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아동 대 직원의 비율, 야외 시간 등을 포함한 아동 돌봄의 질 관리에 대해 규정함.
▢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5명 이상 돌봄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온타리오 주 교육부(Ontario Ministry of Education)의 일시적 보육·지도 허가
를 반드시 받아야 함.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운영시간, 돌봄을 받는 아동의 연령 및 인원 수, 프로그램, 기구 및
설비, 일정, 기타 제공 프로그램 목록, 이동 수단 제공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심
사하여 아동 돌봄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 판단함.

▢ 아동 돌봄 센터 또는 가정 돌봄의 허가/자격(licensed child care centre/home child

care agency)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돌봄 자격 시스템(Child Care Licensing
System: CCLS)에 등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이 허가/자격에는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Before- and- After School: BAS)에 대한
허가/자격도 포함되어 있음([그림 Ⅳ-5]).



「아동 보육과 유아교육법」 및 ‘온타리오 주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 자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자격을 갖게 된 돌봄 제공자는 개인의 경우, 하루에 6시간 이상 운영 프로그
램에 대한 운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publicly

22) 캐나다 사례는 온타리오(Ontario) 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 홈페이지
(http://www.edu.gov.on.ca, 2020년 11월 14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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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ed school: PFS)에서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이
미 충족시킨 기준(예, 화재 설비 등)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됨.

출처: 온타리오 주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 자격 가이드라인. p.6. 온타리오 주 홈페이지(http://www.edu.gov.on.ca/childcare/pdfs
/acc-before-after-school-guideline.pdf)에서 2020년 11월 14일 인출.

[그림 Ⅳ-5] 온타리오 주 BAS 프로그램 자격/허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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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타리오 주 아동 돌봄 유형 및 내용
▢ 온타리오 주 아동 돌봄은 2009년 ‘온타리오 주 빈곤 퇴치 전략’(Ontario’s Poverty

Reduc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시작되었고, 이후 2012년 ‘온타리오 주 청소년 실행 계획’(Ontario’s Youth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범위가 확대됨.

① 아동 돌봄 유형
▢ 온타리오 주 아동 돌봄 유형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됨.


첫째, 인가된 가정 돌봄(licensed home child care)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취학 아동
의 학교 일과 전후 시간에 대한 돌봄을 제공함. 가정 돌봄의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가 아닌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가정 아동 돌봄기관(home child
care agency)과 계약을 맺음. 그리고 인가 받은 기관 및 이와 제휴하고 있는 가정 돌봄 제
공자를 모니터링 하는 가정 방문자(home visitor)가 있음.



둘째, 인가된 아동 돌봄 센터(licensed child care centre)는 가정 돌봄과 동일한 대상인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및 취학 아동을 위한 돌봄을 제공함. 보육원, 전일제 및 시간제(연장)
돌봄,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이 이 유형에 속함. 아동 돌봄 센터는 직장, 커뮤니티 센터,
학교, 종교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됨. 2018년 3월 기준 온타리오 주의 인가된 아동
돌봄 센터는 5,437개소임.



셋째, 학교 일과 전후 돌봄(before-and after-school care)은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학교 일과 전후 돌봄을 제공함. 대부분 개별 활동, 야외 놀이, 체험 등이 혼합된 놀이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학교 운영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거
나 제3자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함. 단, 모든 학교에서 학교 일과 전후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됨.



넷째, 비인가 돌봄(unlicensed care)은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온타리오 주의 기준
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음. 하지만 교육부는 불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돌봄에 대해 모든 주
민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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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 돌봄의 운영 주체 및 인력
▢ 온타리오 주 아동 돌봄 운영 주체는 학교, 지역 아동 돌봄센터, 지역의 관계 기관 등으로 다

양함. 학교의 운영위원회(school board)는 충분한 방과후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방과후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에 따라 방과후 돌봄을 직
접 운영하거나 인가된 아동 돌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과후 돌봄을 제공함.
▢ 아동 돌봄 인력의 자격 기준은 방과후 돌봄 제공 아동의 연령 및 방과후 돌봄 운영 주체에

따라 규정이 다양함.


9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 일과 전후 프로그램의 인력 기준은 등록
된 유아 교육자(Registered Early Childhood Educator: RECE),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분야,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온타리오 사범 대학(Ontario
College of Teachers) 출신의 전문가임.



외부 기관과 협약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협약을 맺는 외부 기관은 주로 캐나다
YMCA, 소년·소녀 클럽, HIGH FIVE, 온타리오 원주민 친선 연합회 회원 센터 등임. 돌봄
협약 기관들은 문화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Sports)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음.

③ 방과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23)의 목표 및 내용
▢ 온타리오 주 방과후 프로그램은 약 404개소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온타리오 주 방과후

프로그램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조직이 온타리오 주 전역에서 돌봄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의 아동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함.
▢ 일반적으로 15시부터 18시까지 돌봄을 제공함. 아동이 활발히 활동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비만 및 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은 신체 활동과 관련하여 농구, 힙합댄스, 축구

23) 온타리오 주 Ministry of Heritiage, Sport, Tourism and Culture Industries 홈페이지(http://www.mtc.gov.
on.ca/en/sport/afterschool/after_school.shtml#goals)에서 2020년 11월 1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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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조화된 활동에 참가하거나 간단한 놀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음. 아울러 아동에게 과
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영양학, 건강식품의 조리법을 가르치고, 아동은 간단한 방과후
간식을 스스로 준비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자존감, 회복탄력성, 자신감 및
자립심을 구축하고, 따돌림 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관
계를 강화함.

5) 호주
(1) 관련 법·제도24)
① 국가 수준 질 관리 제도(NQF)
▢ 호주는 2012년에 교육과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제도(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를 도입함. 또한 아동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호주 아동 교육 및 돌봄 품질청’(Australian Chidren’s Education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을 설치함.


아동 교육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담당 인력’, ‘아동과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
십’,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7개 영역으로 설정됨.

② 국가 교육 및 돌봄서비스 법 및 규정
▢ 「국가 교육 및 돌봄서비스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및 ‘국가

교육 및 돌봄서비스 규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서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 수준 질 관리 제도(NQF)는 이와 같은 법과 규정을 근거로 호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정부, 교육청,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아동 돌봄서비스를 관
리하는 역할을 함. 단, 주 및 준주정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Ⅳ-17>).

24) 호주의 초등돌봄 관련 법·제도는 호주 아동 교육 및 돌봄 품질청(ACECQA) 홈페이지(https://www.acecqa.gov.a
u/, 2020년 11월 15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111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연구

<표 Ⅳ-17> 호주 주 및 준주별 관련 법
주 및 준주

규제

실행법

빅토리아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Children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pplication) Act 2010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Act 2011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국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법
Uniform Legislation) Act 2011
2010(「Education and Care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Services National Act 2010」)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Services (Registration and Standards)
Act 2011
노던 준주

태즈메이니아 주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pplication) Act 2011

퀸즐랜드 주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Queensland) Act 2011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국가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법
2012(「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Act 2012」)

출처: ACECQA 홈페이지(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law-regulations/national-law)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2) 국가 수준 질 관리 제도(NQF) 관련 운영 사례
① 아동 돌봄 관계자에 대한 규정25)
▢ 국가 수준 질 관리 제도(NQF)에서는 아동 돌봄 관계자의 자격 및 관계자와 돌봄 아동 수의

비율에 대해 정하고 있음. 미취학 아동 및 그 이하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에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돌봄 아동 인원 수에 따른 관계자 자격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단, 초등학생의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각 주 및
준주별로 기준을 규정함.


아동 돌봄 관계자와 돌봄 아동 수의 비율도 아동의 연령과 각 주 및 준주별로 차이가 있음.
이 가운데 취학 연령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돌봄 관계자 1인당 담당하는 돌봄 아동 수는
1:11~1:15 사이임(<표 Ⅳ-18>).

25) 아동 돌봄 관계자에 대한 규정은 ACECQA 홈페이지(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
ios, 2020년 11월 15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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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초등학생 돌봄 관계자와 아동 수의 비율
아동 연령

돌봄 관계자와 아동 비율

주 및 준주

1:15

 노던 준주, 퀸즐랜드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
메이니아 주, 빅토리아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1:11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1:13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취학 연령
이상 아동

출처: ACECQA 홈페이지(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ios)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유치원 연령대의 아동이 포함된 경우 돌봄 관계자와 아동의 비율이 1:10으로 달라짐.

② 퀸즐랜드 주(Queensland State)의 운영 사례26)
▢ 취학 준비 연도에 재적한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모든 아동은 퀸즐랜드 주의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27)을 신청할 수 있음.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OSHC)은 주로 학교 공간에서 제공됨.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 신
청을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여 해당 학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주로 1주에 25시간 운영되고, 부모 및 시민단체, 비영리 지역단체 및 기
업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자는 최소 2년의 관련 자격(예, 학위 및 그
이상의 자격) 또는 최소 1년의 관련 자격(NQF 레벨3)을 가지고 있어야 함. 최소 2년의 관
련 자격 소유자는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서비스의 관리, 레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다른 교육자 및 인력 지원, 재무 등의 관리 업무, 법령 및 정책 준수 확인을 담당
함. 최소 1년의 관련 자격 소유자는 교육자로서의 업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에 대
한 지원 업무를 담당함.

26) 퀸즐랜드 주 운영 사례는 퀸즐랜드 주 홈페이지(https://education.qld.gov.au/parents-and-carers/school-in
formation/life-at-school/outside-school-hours-care#fundamental, 2020년 11월 15일 인출)와 퀸즐랜드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홈페이지(https://earlychildhood.qld.gov.au/careers-and-training/
where-can-you-work/outside-school-hours-care, 2020년 11월 15일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함.
27) 호주 아동 돌봄 패키지(Child Care Package)는 센터 기반 종일 돌봄(centre based day care), 가정 종일 돌봄
(family day care), 학교 일과 시간 외 돌봄(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 가정 내 돌봄(in home care)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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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분석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중간조직을 통한 초등돌봄 운영, 지자체 초등돌봄 직영 및 위탁 운영, 지자체와 학교 협력

을 통한 초등돌봄 운영, 그리고 주민 주도로 마을돌봄을 시작하여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는
다양한 국내 사례들을 종합·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내 초등돌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조직의 구축·

운영이 유용할 수 있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온종일돌봄사업
단’의 운영 사례는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에서 중간조직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시사함.
즉, 중간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지역 내 통합적인 초등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돌봄 수
요와 공급의 원활한 연계 지원, 돌봄기관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지원, 지역사
회 자원 발굴 및 협력 지원,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돌봄 인력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체계
적 운영, 돌봄기관 위탁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돌봄기관의 운영 사례에서도 초등돌봄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 활용, 학교 공간 활용
등에 있어서 협의와 논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초등돌봄 자원을
관리할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돌봄 전담인력 및 대체인력
관리,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관리, 돌봄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 공급 주체
들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 등에 대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됨.

▢ 둘째, 지역 특성은 초등돌봄의 수요 및 공급과 직결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초등돌봄 운

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읍면 지역에 소재한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1, 2호,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사례는 농촌형 돌봄기관 사례로, 돌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않고, 부모의
농사일과 주변 지역에 학원이 적어 방과후 초등돌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공통
점이 있음. 저녁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분
담하여 학교돌봄 이후 마을돌봄을 연장해서 제공하는 ‘시간 연장형’ 운영 방안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인력 운용과 이용 아동의 이동,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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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며, 드물게는 무료 이용 아동의 중복 이용에 대한 논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반면, 도시형은 학교돌봄 수요 외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마을돌봄이 공급
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지역 공간을 활용
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예술이 꽃 피우다 다
함께돌봄센터 사례를 통해 아동 밀집 지역에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고, 운영 법인의 인적·물
적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공
간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임.

▢ 셋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

이 필요함.


서울 중구 초등돌봄교실과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
을 제공하는 사례로, 아동 이동의 편의성과 안정성, 학교 공간의 공유 등의 장점이 크다는
점을 확인함. 접근성이 높은 안전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선결 조건일 수 있음.



충분한 활동공간과 휴게공간이 확보된 환경 또한 초등돌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지자체
와 학교의 협력이 관건일 것임. 특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초등돌봄을 운영하
는 방식은 신뢰성 제고를 통해 그동안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대상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와의 긴
밀한 협력과 협업이 요구됨.

▢ 넷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 방안이 필요함.


국내 사례 모두 초등돌봄에서 지역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운영 주체는 지
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한 초등돌봄의 운영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검증된 시도라 할 수 있음.

2) 해외 사례 분석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5개국의 해외 초등돌봄 사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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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등돌봄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일본과 미국 테네시 주 등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초등돌봄의 장
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의 일체형 운영은
중앙 단위의 전달체계가 이원화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 돌봄 운영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큼.



이를 통해 중앙부처 간,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주체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상태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초등돌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함.


호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아동의 연령 및
돌봄 운영 주체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등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돌
봄 인력의 자격에 따라 담당 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초등돌봄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
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돌봄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호주
NQF의 질 관리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담당 인
력, 아동과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7가지 영역
임.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질 관리 노력은 지역사회 전반의 돌봄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셋째, 틈새돌봄에 대한 수요 확인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특히 서양권에서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방과후 돌봄뿐 아니라 학교 일과 시작 전, 학교
휴업일과 같은 틈새 시간에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시간 특성상 주로 학교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방과후 돌봄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틈새 시간에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이나 부모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돌봄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틈새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학교나 가
까운 집 근처에서 간단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운영이 어려
울 수도 있음. 따라서 틈새돌봄의 공급 역시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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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과후 돌봄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적인 측면과
학업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신체·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함
양 및 취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숙제지도나 문해 및 학업 보완·증진 프로그램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기획·운영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기초학력 보강에 더하여 STEM 교육
과 같은 확장 학습을 통해 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함. 돌봄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에서
안전한 돌봄과 함께 학습지도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욕구를 반영한 공급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함.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을 구분하고, 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비용 등을 다르게 책정함. 이와 함께 연령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돌
봄기관 이용을 위해 저녁시간에도 연장 운영하는 등 대상에 따른 유연한 운영 방식이 적용
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돌봄 인력의 자격 기준과 돌봄 인원 수 등을 결정하는 근거
로 아동의 연령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도 초등돌봄 운영을 위한 참조사항이 될 수 있음.

▢ 다섯째, 지역 차원에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해외 사례의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은 주 및 준주정부, 시 단위 등 지역 차원에서 초등돌봄
에 관한 기준과 관련법 및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초등돌봄의 주무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정책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체의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본래 취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지역 단위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틈새돌봄 및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지역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을 통한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초등돌봄 주
관 기관과 관계 기관들을 연계하고,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토대로 협력적인 돌봄서비
스를 계획·지원하는 등 지역 중심의 차별적이고 통합적인 초등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기대
할 수 있음.
117

제

5

장

초등돌봄 운영 관련
의견조사 분석

1.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2.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델파이조사
3. 소결 및 시사점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연구╷

5

초등돌봄 운영 관련 의견조사 분석

┊

1.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제공기관들의 운영 현황 및 욕구를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

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초등돌봄 현장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1) 조사대상
▢ 지역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

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장, 기타 돌봄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지역아동센터장 6명, 다함께돌봄센터
장 3명, 마을도서관과 복지회관 돌봄 실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됨(<표 Ⅴ-1>).
<표 Ⅴ-1> 면접조사 참여 대상자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돌봄기관

돌봄기관

대상자

운영 주체

소재지

A

센터장 A

시(민간위탁)

동 지역 소재

B

센터장 B

시(민간위탁)

동 지역 소재

C

센터장 C

사회복지법인

읍 지역 소재

D

센터장 D

사회복지법인

읍 지역 소재

E

센터장 E

개인

면 지역 소재

F

센터장 F

개인

면 지역 소재

G

센터장 G

시(민간위탁)

동 지역 소재

H

센터장 H

시(민간위탁)

동 지역 소재

I

센터장 I

시(민간위탁)

동 지역 소재

J

작은도서관 관장

주민자치

면 지역 소재

K

복지회관 사무국장

돌봄공동체

면 지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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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 각 기관에서 방과후 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과 부모의 특징 또

는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사회 타 기관·단체들과 어떻게 연계·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
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 공백 없는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살펴봄.
<표 Ⅴ-2> 면접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기관 운영 현황

운영 실태 및 욕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현황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이용 아동의 특징 및 욕구

수요자 관련 사항

 보호자의 특징 및 욕구
 다른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돌봄기관에 대한 인식

연계·협력 현황

 학교(교육청)와의 연계·협력
 타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지원 및 요구사항

 지역사회 협의체,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대
 초등돌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요구사항

▢ 면접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시간은 60분 내외로

소요됨. 연구자들이 돌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면접
을 진행함28). 다만, 일부 대상자는 서면 인터뷰29)를 병행하였으며, 조사 의견서에 대한 답
변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연구자들은 면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면접 내용, 진행 방식, 참여자의
권리, 녹음을 통한 자료수집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수행함.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을 위한 원자료로 사용함.



서면 인터뷰는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의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 의견을 수집함.

28)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를 진행함.
29)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명의 대상자는 서면조사로 대체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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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된 자료와 조사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신한 자료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요 개념들을 서술하고, 유사 개념들의 주
제를 찾고 범주화하여 분석·기술함.

2) 분석결과
▢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초등돌봄에 대한 운영 현황과 연계·협력, 개

선사항에 관한 3가지 범주와 13개의 주제가 도출됨(<표 Ⅴ-3>).
<표 Ⅴ-3> 현장 전문가가 인식한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현황과 개선사항
범주

주제
 다양한 초등돌봄의 운영 형태
 대상 연령을 고려한 돌봄의 장단점

지역사회 초등돌봄 현황

 아동, 보호자 욕구 다양해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운행 필요
 인력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 열악해
 기관별 연계 편차 커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프로그램 강사 연계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급·간식 제공을 위한 연계 필요
 학교와 지자체 협력의 한계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초등돌봄의 개선사항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차별화
 지역 실정 잘 아는 중간조직 필요
 인력 보강과 근무환경 개선

(1) 지역사회 초등돌봄 현황
① 다양한 초등돌봄의 운영 형태
▢ 돌봄기관의 운영 방식은 다양함. 아동이 하교 이후 매일 저녁시간까지 돌봄기관에 머무르

면서 숙제와 기초학습을 하고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방과후 안전지도와 틈새돌봄
및 일시돌봄에 주력하는 방식, 학교돌봄 이후 마을돌봄이 이어지는 방식 등임. 일부 기관에
서는 평일 주중 운영과 더불어 주말 운영을 하기도 함. 주말과 공휴일, 등교 전 오전시간과
저녁시간 등 돌봄 시간에 관한 부모 욕구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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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은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저희가 토요일 운영을 하는데 12시부터 5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6시.
아이들은 보통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랑 요일 프로그램을 하고, 5시 40분쯤에 저녁을 먹고, 6시 반쯤에 집으로
가죠.” (돌봄기관 C)
“최대 많이 있는 친구가 6시간, 짧게 있는 친구들은 3~4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원에 갔다가 다시 들
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6시쯤에 와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잠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입출입이 좀 자유로워
요.” (돌봄기관 H)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일단 돌봄교실에서 4시까지 있다가 도서관 버스 타고 도서관으로 와요. 그러
면 4시 반부터 간식 먹고, 프로그램은 주 3회만 하고, 안 할 때는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6시에 집으로 가는 거예
요. 버스로 데려다주죠.” (돌봄기관 J)
“저희는 주말 운영은 안 하는데, 아침돌봄서비스를 해요. 종종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애들 위주로.” (돌봄
기관 D)
▢ 운영 주체에 따른 특징도 발견됨.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기관은 주로 학교돌봄의 위상이 크

지 않은 지역에서 학교돌봄 이후의 연장된 돌봄이 필요하거나 저녁돌봄이 필요하여 마을돌
봄 공동체가 활성화된 경우임.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아동 대상자 모집이나 보
호자와의 교류가 어렵지 않고 돌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여기는 농촌 지역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놀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농촌일 하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돌봄을
제공한 거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간식도 먹이고, 주말이나 방학때는 점심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원도
없고, 누구나, 아무때나 올 수 있는 거죠. 마을 아이들이 거의 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또 여기도 다 이용
한다고 보면 돼요.” (돌봄기관 J)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를 다 돌봄공동체에서 해결하는 편이어서 대부분 엄마들인데, 돌봄교실 선생님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자원을 끌어와야 하니까.. 공모사업에 참
여한다거나 책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걸 해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공간은 복지회관을 쓰지만. 지금
은 교육지원청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다 했거든요. 아이들이 자율적
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돌
봄기관 K)

② 대상 연령을 고려한 돌봄의 장단점
▢ 읍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돌봄 수요가 많은 편임.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이 돌봄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선생님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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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연령대 아동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생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로 연계되어 좋은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어
렵고, 대부분 돌봄 공간이 협소하여 대상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학년 아이와 6학년 아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
분들이 조금 어렵구요. 분리가 안 될 때에는 고학년 아이는 너무 시시하다. 조금 수준이 높은 건 저학년 아이들
은 이거 좀 어렵다. 이 조율이 조금 어려워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렇기에는 또 프로그램
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운영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점이 어렵구요.” (돌봄기관 B)
“6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이 한 4명에서 6명 됐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모두 다 자원봉사를 신청
을 해서 방학때 되면 2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있던 아이들을 보러 와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봉사, 학습지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게 어머님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돌봄기관 D)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오래 다녀가지고.. 그리고 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공간
을 같이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구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진행을 하
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센터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대부분 센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원룸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데 공간이 부딪힌다거나 갈등이 생긴다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돌봄기관 A)
▢ 한편, 초등학생의 연령대를 구분한 돌봄기관의 장점은 아동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돌

봄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임. 공간과 기자재, 프로그램 등을 다르게 갖추고, 시간 및
장소 활용의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고학년 반하고, 저학년 반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4학년만 되도 수준이 너무 달라서 같은 곳에서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하는 것도 서로 너무 다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간도 다르게 구성해야 해요. 또 저학년
엄마들이 문의할 때 몇 학년까지 있냐고도 물어요. 같은 또래만 있으면 더 안심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돌봄
기관 G)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있는데, 아이들 발달단계에 따라 돌봄도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공간
이나 기자재도 이 연령대에 맞춰서 다 구성했는데, 기자재도 달라야 하고, 프로그램도 달라야 해요. 공간이 따
로 구성돼서, 선생님도 다 따로 있어서 고학년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 같이 있기는 어
렵죠. 아이들도 또래끼리 있을 때 뭔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일 것 같구요.” (돌봄기관 I)

③ 아동, 보호자 욕구 다양해
▢ 초등돌봄기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결식 예방에서부터 학습지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까지 매우 다양함. 초등돌봄 수요조사 시 돌봄과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의 희망하는 수준과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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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식사가 해결이 되니까.. 저녁까지 먹고. 그게 걱정돼서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
시고요.” (돌봄기관 A)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돌봄해달라, 그게 저희는 가장 큰 욕구인 것 같구요. 그냥 아이들이 재미있
게 놀고, 안전하게 지내고, 학원에 제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게 하는 정도? 안전지도하고, 알림 문자를 드리니
까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돌봄기관 H)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기본인거고, 안전한 케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이
들이 필요로 하는 특기적성 부분 같은 걸 지원을 해서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기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뛰어놀았으면 하시는 분들.. 학습지도를 더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봄기관 F)
“체험학습이나 주말 외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죠. 가족들이랑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친구들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 요즘 뭐 단체로 활동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돌봄기관 B)

④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운행 필요
▢ 지역적인 특성 등의 이유로 아동들은 가까운 돌봄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읍면 지역은 넓은 지역에 분포한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적임. 그러
나 인력, 운영비 등의 이유로 차량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또한 아동이 차량을 기다리
는 시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차량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학교 초등돌봄교실
이후에 마을돌봄을 이용하기도 함.
“12인승 승합차 한 대거든요. 그 한 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해오다보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어도 전
부 다 픽업을 못 해요. 13개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애들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
에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오기도 힘들고요. 근데 저학년 애들은 학교에서는 빨리 끝나니까. 끝나는 시간은 학교
마다 비슷하고, 차량 한 대로 데려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돌봄교실에 가있다가, 차량
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돌봄기관 B)
“차 시간 맞추느라 일부러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이쪽으로 오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차량운행
을 꼭 해야 하거든요. 학교에서 오는 버스나 교통편도 없으니까.” (돌봄기관 A)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 아이들이 잘 이용을 못 하는 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멀어서. 그니까 여기는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학교도 많고, 차량운행이 필수인데 그렇게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돌기가 어려우니까
못 오는 애들도 있는 거죠.” (돌봄기관 E)
▢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돌봄은 아동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서, 즉 집과 학교 근처의 가까운 장소에서 이뤄지는 돌봄임. 이와 함께 지리적·물리적 환경
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량운행 인력을 지원·연계하는 등 아동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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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학교,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서 가까운 데가 돌봄 장소로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일단 애들이 편
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 주변에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주면
거기서 조금 편하게 지내다가 부모님 데리러 오면 가고.. 그러면 애들도 편하고, 부모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
으니까 좋죠.” (돌봄기관 A)
“대부분 2명이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 많으니까 차량운행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많죠. 여기(읍면
지역)는 더 차량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역 연계로 센터마다 차량운행
을 대신 해주시거나 따로 기사를 채용해주시면, 아이들이 밖에서 차량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줄이
고, 종사자들이 차량운행 나가는 동안 센터에 있는 아이들 돌봄 공백도 줄일 수 있어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E)

⑤ 인력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 열악해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초등돌봄에서 아동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종사자가 장기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호소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죠. 저희 선생님들도 기본급이 너무 낮아요.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거 없고. 너무
한거죠. 선생님들이 막 여기는 6명씩 바뀌었어요. 애들 보는 것도 힘들지, 급여 적지, 일은 많지.. 이러니까 금
방 못 견디는 거죠. 그래도 아동복지 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현실은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돌봄기관 A)
“저희들도 업무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법 안에 있는 기초적인 급여는 주셔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복지관에 있다가 지역아동센터에 와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4년제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취득하고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급여만 받잖아
요? 아예 명시되어 있잖아요. 최저급여 이상. 그런데 복지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급여를 받자니 솔직히 최저급
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부담도 있으니까.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열악해요. 기관장이나 교사가 자주 바
뀌는데,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해해요.” (돌봄기관 D)
“새로 출근하시는 종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밖에 못 맞춰드려요. 전문가이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들
어와서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전 선생님도 1년도
못 돼서 그만 뒀어요. 저는 더 일하시라고 못 해요. 너무 열악하니까.” (돌봄기관 B)
“방학 때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방학 때가 제일 어려워서.. 방학 때는 시간외수당이라도 해
서 몇 시간만이라도 선생님들을 더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요.” (돌봄기관 H)
▢ 종사자 배치 기준의 현실화도 필요함. 차량 지원업무, 대외활동, 교육 참가, 휴가 사용 등

기본적인 대내외 업무와 복지 지원이 힘든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들에 대한 휴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왜 안 되냐면 종사자가
2명밖에 없으니까.” (돌봄기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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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아동센터가 종사자 2명이서 근무하는데 직원 워크숍을 같이 가겠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워크숍도
직원들이 같이 가야 워크숍이지, 기관장들 따로 가고 생활복지사 따로 가잖아요. 각 산하시설들 모여서. 직원하
고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요. 그게 워크숍이겠어요? (중략) 권역별 회의 참석도 엄청 부담이 되요. 여기
는 제가 없으면 (선생님이) 휴가도 못쓰시고, 저번 휴가 때는 내가 어디 못가고 여기 있어야 했으니까. 그런 단
점이 있죠.” (돌봄기관 D)
“제가 후원처를 마련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 질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고 다양
한 활동도 제공할 수 있는데, 자리를 비워버리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차량 한번 나가면, 현재
저희가 13개 초등학교 아이가 오거든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학교가 구석구석 많잖아요. 그래서 1시 반,
2시에 차량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4시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그 시간에 프로그램이 2개 3개 돌아
갈 때도 있고 학습도 봐줘야 하는데 아이가 1:1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그룹으로 학년이 1학년부터 6학
년까지 있다 보니까 학년별로 학습지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
보충이 굉장히 절실한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봄기관 B)
▢ 대부분의 돌봄기관에서는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충원을 해야 하는 구조임. 그러나 지
역의 전체 수요에 비해 대체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도
인력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음.
“대체인력 신청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체인력 2명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대체인력을 신청하려고 했는
데 벌써 일주일, 2주 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신청하기도 벅차죠.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못 쓰는 거죠.” (돌봄기관 C)
“사실 인력이 제일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일거리만 더 만들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
아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 것 같
아요.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시고, 제가 원하는 업무는 잘 해주시지만, 아이들도 아는 거죠. 이 선생님은 잠깐
왔다가 가는 분이신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개입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죠.” (돌봄기관 H)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 특성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
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떨어져요. 여기서는 아이들을 정말 세심하고 면밀히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 특성
에 맞게끔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건데, 기관 파악도 안 되서 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분
한테 저희 업무를 설명하다 보면 선생님들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
루 이틀, 일주일 오셔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분 알려드리다가 저희 일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요. 아이들 또한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조금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낯설어 하기
도 하고요.” (돌봄기관 B)

128

제5장 초등돌봄 운영 관련 의견조사 분석

(2)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① 기관별 연계 편차 커
▢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기관은 지역사회 연계와 후원이 활발한 편임. 돌봄기관의 지역

연합회 등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자원봉사, 현물 지원, 공간 대관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죠. 물품 지원이 많고, 프로그램,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오고, 어떨 때는 중복되기도 하고.” (돌봄기관 C)
“솔직히 프로그램은 넘쳐나요. 보건소나 상담센터, YMCA, 노인일자리..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이 많고, 취약 아
동 대상이니까 공모사업에서 저희는 거의 되는 편이거든요. 체육프로그램이 있으면 복지관 강당 대관해서 쓰니
까. 그런 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돌봄기관 D)
“자원 교류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건 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본인들도 사업
을 해야 해요. 사업을 해야 하거나 자원을 풀어야 할 때 취약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지역아
동센터 연합회로 거의 많이 후원이 들어오죠. 저희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인데, 거기서 공유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지역 내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
야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편이예요. 사실 특
별히 지역 자원 연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돌봄기관 A)
▢ 이에 반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자가 참
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함.
“저희는 복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일반가정 대상이기 때문에 후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공모사업 프로포절도
일반가정 대상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이렇게 구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돌봄기관 G)
“센터장 역량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급식처나 인력 보충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일단
저희들 근무시수가 사실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보통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연계는 많이 필요
하죠. 센터장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지만.” (돌봄기관 H)
“자원봉사센터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것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
년 단위를 두고 연간 사업을 세워서 쭉 지속적으로 해야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
렇게 하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케줄에 따라 많이 바뀌니까.. 조금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데서 어려
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돌봄기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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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강사 연계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강사 파견을 통

한 프로그램 연계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교육청 마을 방과후 활성화 사업, 협력사업으로 오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는 프
로그램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돌봄기관 G)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 방과후 사업이 있는데, 독서논술 선생님이 저번 달부터 오시는데 너무 좋죠. 저희가 필요
한 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후원이 되는데, 학습관련해서는 드무니까. 근데 전문적
으로 욕구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돌봄기관 D)
“다문화센터에서 오셔서 다문화 수업을 해주시고, 요리 수업도 해 주시고요.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연락주시기도 하는데, 저희 세 센터(다함께돌봄센터)는 자원을 공유하는 편이죠.” (돌봄기관 H)
▢ 그러나 여전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학습지도를 위한 지원이, 다함께돌봄센터는 프로그

램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우리 애들은 솔직히 사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신경 쓰기 어렵고, 진짜 열악해요. 그래서 그
학습능력을 좀 재미나게 끌어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정기적으로 지도해주시
면 좋겠어요.” (돌봄기관 D)
“우선 기초학습에 굉장히 주력하는 편이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도 되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
니까 다양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영어 지도라든지 그런거.. 그런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영상으
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학습..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죠.” (돌봄기관 B)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게 그나마 제일 많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그런데 일주일에 매일
프로그램을 돌리면 4개월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따로 강사를 초빙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자력도 안 돼요. 아무리 안전한 돌봄이 우선이지만, 아이들하고 보드게임만 하기
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쪽으로는 강화가 필요해요.” (돌봄기관 G)
▢ 특히, 장애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
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지만, 실질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장애 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혹은 강사 연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
지만, 앞서 살펴본 인력 부족의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 아동들은 별도로 이 아이들을 좀 봐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으니까.. 또 애들하고도 같이 못 놀고 따로 보조
선생님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 아동한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게 이 아이들 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130

제5장 초등돌봄 운영 관련 의견조사 분석

그래서 할 거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운동하는 거 밖에
없어서.. 그것도 협력해서 하는 운동이 아닌 각자 하는 인라인 수업을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으로. 그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돌봄기관 C)
“저희가 장애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그 아이가 있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케
어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구요. 그나마 복무요원 선생님 한 분이 전담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 아이에게 지
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죠. 아이가 뭔가 여기서 편하게 쉬거나 놀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원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있게만, 다치지만 않게.. 이 수준밖에 안 되
는 거죠. 그래서 장애 아이가 있으면 종사자도 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원봉사자가 아
니라 상주하면서 이 아이들을 꾸준히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들은 낯선 자원봉사자들 와봐야 의
사소통도 안 되고 힘들어요.” (돌봄기관 B)

③ 급·간식 제공을 위한 연계 필요
▢ 긴급돌봄이 상시화되면서 점심과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돌봄기관들이 늘어났고, 방학중에

도 점심급식 제공이 필요해 졌음. 조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대부분 급식업체를 이용
하게 되는데, 소수 인원의 아동이 급식을 필요로 할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저
렴하게 제공하는 마땅한 급식처를 찾기란 쉽지 않음. 소량의 급식을 공급하는 급식처가 많
지 않고,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임. 상시돌봄 이외의 긴급 및 비정기적인 돌봄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돌봄기관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급식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로 여겨지고 있음.
“한동안 계속 저희가 급식처가 끊겨가지고, ○○(도시락업체)에서 부모님들한테 알아서 주문하시라고 하고 우리
가 찾아서 먹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도시락업체)에서 하루 이틀 먹
으면은 질리는데, 그거를 애들을 거의 한 달을 먹이니까 부모님들이 좋겠냐구요. 그 전에 있던 데는 그래도 식
단이 매일 바뀌고, 정말로 시장을 봐다가 하는 곳이니까 믿을만했지요. 그런데 적은 인원이니까 수요가.. 급식
처만 해도 저희가 다 일일이 컨텍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면 센터 특성상 급식 수요가 많지가 않
아요. 근데 그 수요를 맞춰가지고 누가 그걸 배달을 해주겠냐구요. 부모들은 저렴하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먹
거리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지.” (돌봄기관 G)
“저희가 급식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노인 일자리 받아서 해주시는 곳이었는데, 저희 급·간식을 갑자기 끊
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영리업체 가게에다가 했더니, 인원이 적으니까 단가가 안 맞았는지 너무 영리 추구
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어려웠어요.” (돌봄기관 H)
▢ 지역에서 급식처가 필요한 돌봄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사업의 연
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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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더 잘
아실테니까.. 지역에 급식이나 간식이 필요한 센터들 수요를 파악해서 한꺼번에 연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봄기관 G)
“지금은 자활에서 급·간식을 연계한 상황이예요. 세 곳 중 두 곳만 먼저 급식 때문에 시작했는데, 급식은.. 아이
들 먹거리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각개전투로 하는 것 보다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 개입해
서 지역사회의 좋은 사업체나 복지기관 같은 곳에서 협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H)

④ 학교와 지자체 협력의 한계
▢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 등의 목적으로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운영으로 그치기도 함. 관계자의 잦은 변경, 학
교 및 마을돌봄 상호 간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유기적인 돌봄 협력이 어려워 보임.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 방과후 돌봄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잘 안 맞고, 네트워크나 이런 실질적인 역할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돌봄기관 I)
“거기(협의체)에서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발굴하고 그런건 좀 어렵죠. 저는 관련 주무부처가 달라
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의 사업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하니까.” (돌봄기관 A)
“권역별 돌봄협의체가 있는데, 초등돌봄이랑 저희랑 의무적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의견 나누고,
서로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실제로는 연계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크게 뭔가를 협의할 일이 없어요.”
(돌봄기관 H)
▢ 마을돌봄기관의 대부분이 활동실 부족 등 공간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들

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
공하기를 원함. 그러나 학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걸..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어쨌거나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돌봄기관 C)
“활동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게 될 경우, 다른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어져
서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에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필요할 때 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E)
▢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한 돌봄기관에서는 캠프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후원

을 하거나 교육복지사가 함께 참여하기도 함. 학교와의 협력에 있어서 학교장 및 교원들의
인식과 지역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저희는 ○○초등학교 학생이 많았거든요. 가족캠프 갈 때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학교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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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관심도 있으시고 큰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
도 주시고 하죠.” (돌봄기관 C)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농번기에 저희랑 같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체험활동이죠. 초등학교 아이들
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체험활동을 하고, 교육지원청이랑 마을에서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걸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더 많아졌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그렇
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가 돌봄을 하는 걸 고마워하시고, 더 많이 지원해주시니까 저희도 고마워요.” (돌봄
기관 J)

(3) 초등돌봄 개선사항
① 돌봄기관의 보편화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가정은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일

수 있음.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후 돌봄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만큼 다양한 기준
마련과 기회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할 수 있음.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에 돌봄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낙인감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함.
“아이들을 모집하고 등록을 하다 보면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현장에서는 당연한건데..” (돌봄
기관 A)
“지역 연계나 물품 지원 이런 걸 받기도 하는데, 부모님들 중에는 아동이나 가정이 불쌍하게 여김을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센터냐에 따라서 굳이 대상자가 정해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직업이야 다르
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니까.” (돌봄기관 F)
“한 2년 전인가, 저희 센터에 다니는 애가 ‘센터장님 여기는 못사는 애들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요. 그래서 ‘아이야 우리는 돌봄이 필요하면 오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센터 다니는 애들 주변에
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돌봄기관 C)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든지 집과 학교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서 가까운 데가 돌봄 장소로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일단 애들이 편
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 주변에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주면
거기서 조금 편하게 지내다가 부모님 데리러 오면 가고.. 그러면 애들도 편하고, 부모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
으니까 좋죠.” (돌봄기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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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학교나 집에서 가까워야 해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접한 곳에. 그리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아이들이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보호자나 아동이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요.” (돌봄기관 D)

②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차별화
▢ 읍면 지역은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우며, 학원 등의 사교

육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움. 지역별 특성과 함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운영 현황, 학기
중 돌봄 수요와 방학중 돌봄 수요, 지역면적, 사회적 기반, 학원 입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상권 형성이 잘 되고, 학원도 많은 도시는 돌봄기관이 아니더라도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갈 곳이 많
지만, 여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버스 타고 멀리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교통이 좋지도
않고요. 이런 곳은 사실 동네마다 작게 운영되더라도 돌봄이 더 많아야죠.” (돌봄기관 K)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학교 방과후가 엄청 잘 되어있어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요. 그래서 (돌봄기관을) 운
영하면서 마을돌봄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이 차지 않은 센터
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커버를 하니까. 학교에서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큰 차별성이 없으면 이
미 학교돌봄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돌봄기관 H)
“방학 때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이런 학기 중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아이들 교육..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여
기가 핫 플레이스다 보니까 학원도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너무 많아요. 주변에 ○○학교 돌봄교실도 저녁 7시까
지 하잖아요. 돌봄 공급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상시로 돌볼 수 있는 곳은 그런 지역 내의 욕구나 이런 것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욕구나 수요에 맞게. 무분별한 확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봄기관 G)
▢ 방과후 평일 상시돌봄 이외에 방학,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및 저녁시간 돌봄 등에 특화된

돌봄기관 또는 돌봄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특히, 면 지역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
는 부모의 직업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말과 저녁시간 돌봄이 중요하다고 강조
함.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 방식을 꾀할
필요가 있음.
“제일 많이 오는 문의가 뭐냐면, 방학 때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방학중에는 정말 아이들이 다 미어져요. 왜냐하
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맡아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는 학교 갔다가 학원 몇 가지만 이렇게
돌리면 굳이 돌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학 때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점
심 때문에 엄마들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훨씬 더 편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만, 또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하면서 잠깐식이라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상시 운영은 학교에서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아이가 아프면 어디 보낼 곳이 없어
서 저희 돌봄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받기는 해요. 근데 앉아서 좀 쉬어라, 친구들한테 너희 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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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말아라, 이 정도이지. 그래서 조금 특별한 돌봄으로 대상이나 인원에 상관없이 정말 서비스 유형을 차별
화해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런 돌봄의 기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봄기
관 H)
“농촌 면 지역은 거의 학교 말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학교는 4시면 돌봄교실이 끝나버려요. 부모들은 학교
에 있기를 원하지만, 4시 이후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농번기 때는 늦게까지 부모들이 일하시
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집이.. 한두 곳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걸 커버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형식이든.. 아이들이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사도 챙겨 먹으면서 있게끔 노력해야죠.” (돌봄기관 J)
▢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의 차별성도 강조됨. 돌봄기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안전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돌봄 제공부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
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과 학습 지원에 대한 희망 수준과 구체적인 내용, 아동의 연
령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수요조사와 더불어 지역사회 여건과 돌봄기관, 공간 및 인적 자
원, 프로그램 현황 등 서비스 공급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병행·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전문인력의 연계·활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너무 다르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돌봄만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것도 숙제지도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다양하세요. 그런데 기관마다
또 욕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 전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수준으로,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도 계셨고
요. 아무튼 이걸 좀 체계적으로 확인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절한 돌봄기관에서 케어를 받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개별적인 맞춤형 돌봄도 중요하고, 기관에서 하는 일과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학습지도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하셔도 그 아이가 안 하면 다른 아
이도 하기 싫어해서 좀 양을 조절하거나 수준을 조절해서 하도록 권유하는 편이에요.” (돌봄기관 H)
“저희는 지역 연계를 하고 싶어도 봉사자들 위주로 하게 되니까 한계가 있죠. 전문가 섭외도 어렵고요. 우리 지
역에는 재능기부나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좀
뭔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강사풀이라든지, 연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 욕구에 맞춰서..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기획해서 연계하
거나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I)

③ 지역 실정 잘 아는 중간조직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중간조직은 앞서 강조한 지역사회 내 세밀한 초등돌봄 수요조사와 공급조

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돌봄기관 차원에서는 중간조직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지역별·센터별 특징을 고려
한 지역사회 자원의 공유와 연계·협력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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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센터장들이 후원처를 알아보거나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지만,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떻게 지원
하는지 다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좀 지속적으로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나 봉사자
들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근데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으니까 인근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며, 긴급돌봄 체제는 어떻고,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고..
신뢰로운 곳을 연계나 지원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들이나 부모 욕구조사도 대신 해서 알려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걸 지원하도록.. 저희는 또 그걸 반영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
요.” (돌봄기관 B)
“대부분 2명이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 많으니까 차량운행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많죠. 여기(읍면
지역)는 더 차량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역 연계로 센터마다 차량운행
을 대신 해주시거나 따로 기사를 채용해주시면, 아이들이 밖에서 차량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줄이
고, 종사자들이 차량운행 나가는 동안 센터에 있는 아이들 돌봄 공백도 줄일 수 있어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E)
“급식처만 해도 저희가 다 일일이 컨텍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면 센터 특성상 급식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수요를 맞춰가지고 누가 그걸 배달을 해주겠냐구요. 부모들은 저렴하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
런 곳에서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지역에 필요한 센터들 수요를 파악해서 한꺼번에 연계해주면 좋겠다는 거
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돌봄기관 G)
▢ 중간조직은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대체인력 지원, 돌봄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홍

보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초등돌봄 실태와 주요 현안,
종사자들의 교육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지역 협의체에서도 지금 서로 잘 연합을 못하는 게.. 서로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서 연수
를 통해서 상호간 돌봄에 대한 이해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의 아동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사업들을 알고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돌봄기관 F)
“같은 지역에 있으면 (돌봄) 수준도 비슷할거라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
도록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부족하면 지원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뭐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은 아마 비슷비
슷할 거예요. 지아센이나 다돌이나.. 필요한 교육도 다 같이 받고 그러면 저희끼리도 교류도 되고 지역 돌봄에
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돌봄기관 D)
“부실 운영은 중앙에서 서류로 평가하는 걸로는 잘 몰라요. 사실 프로그램 몇 개 했냐 그런 평가보다는 그냥 시
에서 지도점검을 그냥 자주 나오고, 부족한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가 되게 행적적인 부분도 많고, 준비 하면서 아동 돌봄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제일 많구요. 그런 평
가보다는 시에서 부정행위 없이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자주 점검하고 컨
설팅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공기관이나 전문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지역의 전반적인 수준이
나 공통적인 문제들도 그러면 좀 더 잘 해결될 거다 이런 거죠.” (돌봄기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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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력 보강과 근무환경 개선
▢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함. 이

를 위해 기본적인 직무 및 보수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월차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배치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됨. 나아가 적정한 인건비 수준 고려와 시간외근
무수당 등의 지원으로 종사자가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저희가 소진되지 않고, 이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근무환경이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인력으로는 휴가든, 교육이든 필요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도 필
요한 걸 알지만 포기하고 못 받을 때도 많거든요.” (돌봄기관 I)
“일단 종사자 처우가 안 좋으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 힘들고, 질적으로도 안 좋아지죠. 어느 정도 전문가로
서 인정을 받는 기본급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아니죠. 그리고 업무를 생각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고려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걸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긴 너무 열악하니까
요.” (돌봄기관 A)
▢ 전담인력의 보강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현장 전문가들은 대

체인력 등의 지원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희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관련 경력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고, 활동성이 있는 전문
가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력을 기대함. 이에 ‘아동 돌봄에
특화된 지원인력’의 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와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해하
시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인력이 아니면 사실은 도움이 그다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봄기관 H)
“좀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동 돌봄에 경험도 있으면서
아이들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저희는 아동 돌봄을 대체하는 지원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돌봄기관 D)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장에 파견교사나 지원인력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누가 오느냐가 더 중요
하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해요. 아동들 특성이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어려워하니까. 또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원하는 거예요.” (돌
봄기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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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델파이조사
1) 델파이조사 개요
▢ 초등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실천적 경험과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
사를 실시함.


델파이조사는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하
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거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추정하거나 혹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
집·수렴하는 도구로 이용됨(이종성, 2001).



델파이조사는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연구주제에 대
해 다수의 전문가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드백을 주고, 연구자
는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내용을 얻는 조사 방법임. 즉, 전문가의
집단적 사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예측에 의한 분석 방법임(Creswell,
2017).



또한 전문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의견을 처리하여 제
시하므로 참여자 간 의견 차이 정도를 보여주며, 소수의견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Creswell, 2017)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유용한 방법임.



2019년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기간이 짧아 사업 성과
에 대한 축적된 자료와 관련 분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가
능한 초등돌봄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직관을 모으고자 전문가 패널
집단의 논의로부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델파이조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1) 조사대상
▢ 전문가 패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적절성, 대표성, 참여의 적극성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논의를 거쳐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음. 패널로 선정된 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동
대상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과 실무자 9명, 현장에서의 실천적 경력이 많고
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패널 참여자들의 관련 경력은
4년 2개월에서 24년까지이며, 이 중 8명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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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은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갖는 강점과 다른 기관과의 차별점, 초등

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존 초등돌봄 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원 간 협력사항
등임. 이 외에 사회서비스원이 초등돌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함.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2차 조사는 폐쇄형

질문지를 개발하여 수행함.


조사지는 협조 공문 및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패널에게 발송한 후 회수함. 응답이 늦어지
거나 추가 응답이 필요한 경우 전화 통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재응답을 요청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짐.



1차 조사는 2020년 11월 16일에서 2020년 11월 20일까지 진행함. 1차 조사에서 도출한
전문가 의견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구조화하여 2차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함.



2차 조사는 2020년 12월 1일에서 12월 4일까지 실시함. 2차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패널들은 조사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을 완료함. 설문지는 1차 델파이조
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응답하도록 구성함. 이와 함께 동
의하지 않는 이유나 수정사항, 새로운 의견 등의 기타 의견을 직접 기술할 수 있는 응답란
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델파이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표 Ⅴ-4>와 같음.

<표 Ⅴ-4> 델파이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구분
조사내용

내용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강점과 차별점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존 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사항
 초등돌봄 운영 시 고려사항
 이메일을 통한 조사수행

조사방법

 1차 델파이조사: 개방형 질문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2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통해
동의 정도 확인(5점 척도 사용), 동의하지 않는 이유 혹은 기타 의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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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 1차 델파이조사에서 수집된 개방형 의견들은 취합·분석하여 2회 이상 나타난 공통 내용들

을 정리함. 정리된 응답 내용은 2차 델파이조사에서 객관식 문항으로 활용함.
▢ 2차 델파이조사에서 평가된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균점수와 의견 합

의도 및 CVR 값을 확인함.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 정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

합의도 = 1 -



Q3-Q1
Mdn

Mdn(중앙값)은 Q1(제1사 분위), Q3(제3사 분위)의 평균계수이고, Q1과 Q3은 전체 사례
수 누적값 중 각각 25%, 75%에 해당하는 수치임.



합의도는 Q1과 Q3이 일치하여 완전한 합의가 될 때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합
의도가 높고, 수치가 감소할수록 의견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함. 일반적으로 합의도는 .75
이상인 경우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황세영, 최정원, 문지혜,
최윤, 2017).

▢ 내용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개념이 설문 문항의 내용으로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나타

내는 정도임.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은 문항 내용에 대해 타
당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짐.


CVR 값은 도출된 문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100%일 경우에는 1의
값을, 50% 이상이면 양의 값을, 50%이면 0, 50% 이하일 때에는 음의 값을 가짐.
CVR =

Ne-N/2
N/2

(CVR=내용타당도 비율, N: 응답 사례수, Ne= ‘타당하다’(‘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례수)
▢ CVR 값은 전문가 패널 수에 따라 .05 유의도 수준에서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최소값

이 존재함. CVR 값의 최소값은 Shipper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
널 수에 따라 결정되며, CVR 값이 최소값 이상이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함(황세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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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 11명에 대한 CVR 최소값은 .59임(Lawshe, 1975). 따라서 CVR 값이 .59 이
상이면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분석결과
▢ 1차 개방형 조사 결과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4개 분야, 45개 문

항을 폐쇄형으로 구성함. 4개 분야는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강점, 지역 단위 초등
돌봄 운영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존 초등돌봄 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관계 및
내용, 초등돌봄 운영 시 필요한 연계 자원임.

(1)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강점 및 차별점
▢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갖는 강점 및 다른 기관과의 차별점에 대해 1차 델파

이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7개의 내용으로 종합됨.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2차 델파
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의견에 대한 CVR 값이 .59 이상으로 나타났고, 6개 의견에 대
해 적정 수준 이상의 합의도를 보임(<표 Ⅴ-5>).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으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초등돌봄에 관한 경험 및 역량이 있다는 점
이 강조됨. 이 의견들에 대한 CVR 값은 .82~1.00, 평균점수는 4.36~4.27, 합의도는 .75
로 확인됨.



또한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CVR .82, 평균 4.18,
합의도 .75)과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긍정
적으로 평가됨(CVR .64, 평균 4.09, 합의도 .88).
<표 Ⅴ-5> 초등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원의 강점 및 차별점
사회서비스원의 강점 및 차별점

평균

합의도

CVR

① 사회서비스원의 다른 사업과 연계·협력 가능

4.36

0.75

1.00

② 돌봄기관 위탁 운영 등 초등돌봄 사업 경험과 역량 보유

4.27

0.75

0.82

③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 가능

4.18

0.75

0.82

④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 경험과 역량 보유

4.09

0.88

0.64

⑤ 대체인력 파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경험과 역량 보유

3.91

0.88

0.45

⑥ 국공립시설 운영의 경험과 역량 보유

3.91

0.63

0.27

⑦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경험과 역량 보유

3.73

0.75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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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의견은 1차 델파이조사에서 24개의 내용으로 정리됨. 24개 내용 중 19개는 중간조직으
로서의 역할에 관한 의견이었고, 5개는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에 관한 의견으로 구분됨. 이
를 종합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의견에 대한 CVR 값과 21개 의견에 대
한 합의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도출됨(<표 Ⅴ-6>).
▢ 먼저, 지역 내 초등돌봄을 총괄·관리하는 중간조직(컨트롤타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활

용하는 의견(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들이
제시됨.


즉, 돌봄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CVR 1.00, 평균 4.55, 합의도 .80), 돌봄 종사자에 대
한 처우 개선(CVR 1.00, 평균 4.45, 합의도 .75), 양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돌봄 공급 격
차의 해소를 위한 우선적 돌봄 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CVR .64, 평균 4.36, 합의도
.80), 아동의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CVR .82, 평균 4.36, 합의도 .75)에 관한 의
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질 관리 체계 구축(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 돌봄서비스 제
공에 대한 모니터링(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 및 이용자의 만족도·체감도 관리
(CVR .64, 평균 4.27, 합의도 .75), 돌봄 인력의 교육·연수체계 마련(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권 등이 제시
됨(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



또 다른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로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확인되었는데, 지역 내
초등돌봄 제공기관들의 연계·소통체계 마련(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 지역 특성
에 따른 초등돌봄 관련 조사·연구 수행(CVR .82, 평균 4.18, 합의도 .88), 지역 특성에 맞
는 탄력적인 초등돌봄 공급 계획 수립의 역할임(CVR .82, 평균 4.18, 합의도 .88).



그리고 지역 내 초등돌봄 공급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연계 방안 마련(CVR .82, 평균 4.09,
합의도 1.00), 전문적인 돌봄 인력의 채용 및 질 관리(CVR .82, 평균 4.09, 합의도 1.00),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네트워크 확대와 강화(CVR .64, 평균 4.00, 합의도 1.00)에 대한 역
할들은 11명의 전문가 전원 모두 합치된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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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의견 중에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CVR .82, 평균 4.27, 합의도 .75), 초등돌봄의 수요와
욕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CVR .82, 평균 4.00, 합의도 1.00), 아동의 전인
적 발달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CVR .64, 평균 3.82, 합의도 1.00) 등에 관
한 의견이 높은 합의도를 보이며 강조되었음.
<표 Ⅴ-6>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평균

합의도

CVR

4.55

0.80

1.00

②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4.45

0.75

1.00

③ 양육환경 개선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적 돌봄 공급 지역 계획

4.36

0.80

0.64

④ 아동의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4.36

0.75

0.82

⑤ 지역 초등돌봄을 총괄·관리하는 중간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4.27

0.75

0.82

⑥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질 관리 체계 구축

4.27

0.75

0.82

⑦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4.27

0.75

0.82

⑧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체계 마련

4.27

0.75

0.82

⑨ 종사자 및 관계자 대상 아동 이해·인권 관련 기초 교육 제공

중간
⑩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체감도 관리
조직
⑪ 모든 초등돌봄 제공기관들과의 연계 및 소통체계 마련

4.27

0.75

0.82

4.27

0.75

0.64

4.27

0.75

0.82

⑫ 지역 특성에 따른 초등돌봄 관련 조사·연구 수행

4.18

0.88

0.82

⑬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초등돌봄 공급 계획 수립

4.18

0.88

0.82

⑭ 지역 내 초등돌봄 공급 자원 파악 및 연계 방안 마련

4.09

1.00

0.82

⑮ 전문적인 돌봄 인력의 채용 및 질 관리

4.09

1.00

0.82

⑯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네트워크 확대·강화

4.00

1.00

0.64

⑰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총괄·지원·조정의 역할만 수행

4.00

0.75

0.45

⑱ 종사자가 돌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3.82

0.88

0.45

⑲ 민관거버넌스의 거점 역할

3.82

0.63

0.09

⑳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

4.27

0.75

0.82

4.00

1.00

0.82

3.82

1.00

0.64

3.55

0.67

-0.09

3.36

0.67

-0.09

① 돌봄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㉑ 초등돌봄 수요 및 욕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운영
㉒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체
㉓ 교사파견을 통한 학교로 찾아가는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㉔ 예비 초등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3) 기존 초등돌봄 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관계 및 내용
▢ 기존의 초등돌봄 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관계 및 협력내용에 관한 1차 델파이조사에

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7개 내용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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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5개 의견의 CVR 값이 .59 이상으로 나타났고, 6개 의견의 합의도가 적정 수준 이
상으로 확인됨(<표 Ⅴ-7>).


전문가들은 중앙부처별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방
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CVR .64, 평균 4.27, 합의도 .75). 특히, 지역 단위에서 통합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간조직을 통한 공
동사업비 운영 방식 등을 제안함(CVR .64, 평균 4.36, 합의도 .80).



온종일 돌봄체계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 주체들
간 역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함. 즉,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분절을 해소하면서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를 도
모하는 신규 협력사업의 돌봄기관 운영자로 사회서비스원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함. 이때
지자체는 예산 편성, 돌봄협의체의 구축·운영, 돌봄기관에 대한 안전 및 운영의 관리·감
독, 이용자 모집·선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
육청과 학교는 예산 지원, 학교 교실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홍보,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돌봄기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서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거점 돌봄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타당하다고 봄.
이상의 모든 의견에 대한 CVR 값은 .82, 평균점수는 4.18, 합의도는 .88로 분석됨.
<표 Ⅴ-7> 기존 초등돌봄 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관계 및 내용
협력관계 및 내용

평균

합의도

CVR

① 중간조직을 통한 공동사업비 운영 등 예산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

4.36

0.80

0.64

② 기존 초등돌봄 체계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역 단위로 통합

4.27

0.75

0.64

③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역할분담 1: 장소 제공(학교), 돌봄서비스 제
공(지자체), 돌봄기관 위탁 운영(사회서비스원)

4.18

0.88

0.82

④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역할분담 2: 예산 편성, 협의체 운영, 안전 및
운영의 관리·감독, 이용자 모집·선발,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돌봄서비
스 제공(지자체), 예산 지원, 시설 사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홍보, 정
보 공유(교육청/학교)

4.18

0.88

0.82

⑤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역할분담 3: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지역
거점 돌봄기관으로 활용(사회서비스원의 위탁 운영 시)

4.18

0.88

0.82

⑥ 지자체-학교-사회서비스원 간 협의체 구성

4.18

0.63

0.45

⑦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원 공유와 활용 협조

4.00

0.7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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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등돌봄 운영 시 필요한 자원
▢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1차 델

파이조사에서 7개 의견이 제시됨. 이를 종합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의 의
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은 합의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은 3개의 의견
(CVR .64~.82)에 대해서만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표 Ⅴ-8>).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초등돌봄 전담인력 이외에 다양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동 돌봄에 전문적인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그리고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시 무엇보다 지역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설
계와 지원이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의견들에 대한 CVR 값은 .64~.82, 평균점수는
4.09~4.18, 합의도는 .75~1.00으로 보고됨.
<표 Ⅴ-8> 초등돌봄 운영 시 필요한 자원
필요 자원

평균

합의도

CVR

① 다양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

4.18

0.75

0.64

② 아동 돌봄전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09

1.00

0.82

③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돌봄 연계 자원의 설계와 지원

4.09

0.88

0.64

④ 지역 돌봄협의체 구축 및 운영

4.09

0.63

0.45

⑤ 지역 권역별 거점 돌봄센터 운영

4.00

0.75

0.45

⑥ 기존의 강사 파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73

0.75

0.09

⑦ 자원봉사의 활성화

3.64

0.75

0.09

3. 소결 및 시사점
1) 심층면접조사 분석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지역사회 초등돌봄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분

석한 결과, 3가지 범주와 13개의 주제가 도출됨.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다 안정적이
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 및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지역별 초등돌봄의 세밀한 수요-공급 실태조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초등돌봄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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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현황과 욕구에 기초한 초등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때 수요조사뿐 아니라 공급 자원에 대한 조사도 함
께 실시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특성,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현황, 사회적 기반과 학원 여건, 학기중과 방학중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돌봄의 공급량과 제공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초등돌봄 종합 계획이 요구됨.

▢ 둘째, 초등돌봄의 보편화, 다양화, 차별화가 필요함.


초등돌봄은 대상에 따라 욕구가 다를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이 고려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학교와 집
에서 가까운 돌봄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 시 학원, 병원 등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함.



다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오전 및 저녁돌봄, 주말과 공휴일 돌봄, 일시돌봄 등에 대한 수요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가 필요함.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와 집
근처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기존 돌봄 공간에 서비
스 유형, 종사자, 대상 아동 등을 추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의 측면에서 아동과 가정의 여건 및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과 돌
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함.
이와 함께 거주 지역의 여건과 공급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자원 연계·활용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역사회 초등돌봄을 총괄·조정하면서 지역 자원과 운영 주체 간 연계·협력을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돌봄기관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 하지만 자원 연계 실태는 기관의 유형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일선 기
관이 자력으로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간조직의 초등돌봄
공급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공급 자원의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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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역 자원과 운영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초등돌봄의 연계기관에 관한 제도적인 논의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임. 지역
특성 및 돌봄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효율적일 수 있
는 급·간식 제공과 차량운행 지원 등을 공적 돌봄서비스의 주요 연계기관으로 선정하여 중
간조직을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초등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마을돌봄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지만, 부족한 활동공
간 확보를 위해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큰 것으로 확인됨. 학교돌봄과 마
을돌봄의 협력 시 돌봄교실 이외의 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리실 등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권역별 돌봄협의체가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
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와 내실화가 요구되며, 중간조직의 역할로 고려
할 수 있음.

▢ 넷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의 활용

이 동시에 요구됨.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종사자 배치 기준의 현실화와 생
애주기를 고려한 유연근무제 운영, 적정한 인건비 수준 마련 등임.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보강과 대체인력의 지원을 고려해야 함. 현재는 사회복지사 대체인
력지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해 돌봄 전담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현장
에서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수요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봉사자 등의 연계·활용과 더불어 아동과 돌봄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별도의 아동 돌봄에 특화된 지원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돌봄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

한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 교육·연수가 필요함.


돌봄기관 및 대상 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 돌봄기관에 대한 낮은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어려움 등은 지역 내 정확한 정보전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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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부모와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시행할 수 있음.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슈퍼비전 등에 대한 욕구
가 확인됨.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서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학교돌봄
과 마을돌봄 종사자들 간의 상호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돌봄기관별로 중앙 단위에
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교육·연수를 통합적으
로 실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주체들의
상호 간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임.



공적 돌봄서비스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돌봄기관에 대한 상
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통합 평가·
환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개별 기관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포괄한 지역 단
위 평가체계는 재정 및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것임.

2) 델파이조사 분석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초등돌봄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의 강점과 역할 등에 관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살펴본 델파이조사의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에서 적용 가능한 전문
가들의 합의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업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갖는 강점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수의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 점 등이 강조됨. 이러한 특징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가능한 초등돌봄 모델
을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부분이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은 중간조직(컨트롤타워)으로서의

역할과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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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으로는 초등돌봄 관련 조사·연구, 지역 내 공급 자원 파악과 탄력적인 공급 계획 및
우선적 돌봄 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이
용자 만족도 관리, 돌봄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육·연수체계 마
련, 지역 네트워크의 확대와 강화, 아동의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등이 제안됨.


또한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
봄의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수요와 욕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확인됨.

▢ 셋째,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초등돌봄 체계와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통합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중앙부처별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파생되는 서비
스 중복과 사각지대,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통합된 돌봄서
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
요한데, 중간조직을 통한 공동사업비 운영 방식 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온종일 돌봄체계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 주체들
간 역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즉,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
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협력사업의 돌봄기관 운영자로 사회서비스원의 참여를 제
안함. 이때 지자체는 예산 편성, 돌봄협의체 운영, 안전 및 관리·감독, 이용자 모집·선발,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교육청 및 학교는 예산 지원, 학교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홍보,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은 위탁기관 운영, 운영모
델 개발, 거점 기관 운영 등이 가능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초등돌봄에서 인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
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사업 등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아동 돌봄에
전문적인 대체인력을 지원 및 관리하고, 다양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연계하
는 것임. 무엇보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시 지역 특성과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설계
와 지원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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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1. 모델 개발의 기본 원칙
▢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이에 따른 결과는 [그림 Ⅵ-1]과 같음.

[그림 Ⅵ-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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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초등돌봄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정리해 보면, 크게 ① 초등돌봄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② 지역 간 초등돌봄 공급의 격차, ③ 지역 내 자원의 연계와 역할분담 미흡, ④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낮은 처우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함.

[그림 Ⅵ-2]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의 기본 원칙

1) 원칙 1. 초등돌봄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체감도 제고
(1) 실태 및 필요성
▢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실태 및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의 공급

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생에 대한 학기중 방과후 돌봄 실태는 부모(44.5%), 학원(19.9%), 조부모 및 친인
척(8.0%) 순으로 많고, 학기중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은 초등돌봄교실(3.0%),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2.6%), 지역아동센터(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8%) 등의 순으로
나타남(김영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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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지역아동센터가 19시까지(~22시), 다함께돌봄센터가 19시까지(~20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21시까지(~22시)임.


한편, 초등돌봄 수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
대에 많이 발생하고, 돌봄기관 선택 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근진 외, 2019; 김영란 외, 2018; 장명림 외, 2018). 초등돌봄 현장 전문가 대상의 면접
조사 결과, 보호자의 방과후 돌봄 이용시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하게 확인됨. 평일 상
시돌봄과 더불어 일시돌봄이나 틈새돌봄으로 주말·공휴일, 오전 및 저녁, 주3일 이내, 시
간제 돌봄 등의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사례로 살펴본 중구청은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직영 전환 이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오전 틈새돌봄과 20시까지 연장 운영하
는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 및 역할분담에 의해 예산, 공간 활용, 인력 및 자원관리 등이 기존보
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됨.

(2) 개발 방향
▢ 아동과 부모의 돌봄 욕구를 바탕으로 수업 전 오전 틈새돌봄, 학교 내 교육 시간의 연장(방

과후학교 포함), 방과후 저녁돌봄 시간의 연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학기중 교육
시간의 연장이 반드시 학교 수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교가 동일한 시간에 종료하
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학교 일과 전 오전 틈새돌봄은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오전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비중이 높
지 않음(김근진 외, 2019; 김영란 외, 20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 2020b)
을 고려할 때 집과 가까운 장소 혹은 학교 내 특정 장소에서 가벼운 놀이 및 독서 프로그램,
아침식사 결식에 대비한 간식을 준비하는 정도의 돌봄이 필요함.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경우 아동의 빠른 하교 시간으로 인해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으
며, 하교 시간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편임(김근진 외, 2019; 김영란 외, 2018). 이에 따
라 여러 해외 사례와 같이 하교 시간이 15시로 연장되는 것에 더하여 13~15시 사이에 돌
봄이 제공된다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부모의 비중도 증가할 것임. 예를 들어, 학
년별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시간은 점심시간 후 13~15시 사이에 종료되고, 이후 15시 하
교 전까지 체육활동, 특기활동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방식임. 교사 입장에
서는 교과과정 확대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게 되고, 아동은 기존의 교과 수업시간을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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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단, 아동은 정규 교과과정 이후 학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
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제공함.


15시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후 돌봄은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19시까지 연장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돌봄 이후 추가적으로 마을에서 저녁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
연장형 분담 방식’과 방과후 돌봄을 각 돌봄기관에서 담당하는 ‘전담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와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농촌형 국내 사례로, 시간 연장
형 분담 방식에 해당함. 또한 현재의 돌봄 욕구를 실수요로 고려할 경우 과다한 돌봄 공급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간대별 수요조사에 기반을 둔 탄력적인 공급 방식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음.



초등돌봄은 아동과 부모의 돌봄 필요시간 및 돌봄 형태의 선호, 아동 개인별 서비스 연계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돌봄서비스의 대
상 선정 기준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질을 관리함. 이
를 통해 지역 내 모든 방과후 돌봄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
도록 신뢰를 쌓아야 함. 중앙정부와 주 및 준주정부, 교육청, 지역사회가 아동 돌봄서비스
에 대해 통합적인 질 관리를 시행하는 호주의 국가 수준 품질 관리 제도(NQF)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NQF의 질 관리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리
적 환경, 담당 인력, 아동과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리더
십의 7가지 영역임.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질 관리 노력은 지역사회 전반의 돌
봄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그림 Ⅵ-3] 초등돌봄 이용 실태 및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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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2. 지역 간 돌봄 공급 격차의 해소
(1) 실태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초등돌봄 정책 현황과 수요 및 공급 실태분석 등을 통해 현재 초등돌봄의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온종일 돌봄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이에 대
한 해소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임. 무엇보다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수행되어야 하겠으나 아동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음.


초등돌봄의 수요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음.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와 내용에 관한 욕구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이
용 실태와 추가 돌봄 필요시간, 서비스 선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이용 의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초등돌봄교실의
실제 이용률과 이용 의사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안에 있어 가깝고 안전해서’(5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12.6%) 등임(김영란 외, 2018; 이혜숙 외, 2020).



캐나다 온타리오 주 방과후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
역의 아동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 및 조
직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돌봄의 수요는 적지만, 공적 돌봄서비
스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적용도 가능할 것임. 우선적으로 초등돌
봄이 필요한 지역의 공급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됨.

(2) 개발 방향
▢ 초등돌봄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수요에 근거한 공급의 계획이 필요하며,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은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에서 필수 공급을 계획하여야 함.
이때 수요조사 및 성과에 근거하여 공급할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의 실태 및 수요조사는 보다 촘촘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 및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별 공급 현황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고용 상태, 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실태 및 추가 필요시간 등
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자료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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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측면에서 연례적인 분석이 필요함.


초등돌봄의 실태 및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가 지역 단위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구축되
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돌봄 공급 계획 및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계획, 환류 계획
등이 추진되어야 함.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급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때 공급의 결정은
돌봄에 대한 수요와 실태, 돌봄 성과에 기초함. 즉, 아동과 보호자의 체감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시설의 설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주의 예산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역 내 수요가 적더라도 돌봄기관이 필수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해야 함.



맞벌이 가구 및 저소득층 아동 등 교육이나 돌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아동에게 더 많
은 돌봄 기회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정서
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음.

3) 원칙 3. 지역 내 자원의 연계와 주체별 역할분담
(1) 실태 및 필요성
▢ 초등돌봄은 학교 안과 밖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연계·협력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주체 및 시설 운영 측면에서 ①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형과 ② 학교가
주도하는 유형, ③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유형, ④ 중간조직이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 초등돌봄 운영 사례 중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형은 서울시 중구와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 충남 서천군 사례임. 서울시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과
시설관리에 관한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총괄 운영
하는 방식임. 충남 홍성군은 읍 지역과 신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안과 밖에서 돌
봄센터를 직접 운영함. 전북 익산시의 예술이 꽃 피우다는 지자체가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
하는 도시 지역 사례로 운영법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충남 서천군
의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 주체는 서천군청이지만, 면 지역의 마을학교를 기반으
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임.

158

제6장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유형으로는 충북 옥천군의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사례를 들 수 있
음.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교육청이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된 돌봄과 협력하여 운영하
고 있는 면 지역 마을돌봄 사례임.



중간조직이 지원하는 유형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례가 포함
됨. 두 기관의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과 온종일돌봄사업단에서는 돌봄기관 운영매뉴얼 개
발,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초등돌봄협의체 운영 및
지원, 종사자 교육,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함. 초등돌봄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는 중간조직이 지역사회 자원연계, 종사자 교육·연수·
슈퍼비전 지원, 돌봄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 기관 운영에 필
요한 일련의 지원과 평가, 홍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조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역 규모와 여건 등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국내 사례 분석과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도시지역은 돌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많을 뿐 아니라 아동 인구도 많고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수도 많음을 알 수 있
음. 방과후 돌봄의 일부를 수행해온 학원과 민간 부문의 시설들과의 갈등으로 공급이 제한
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아 학교 내 돌봄에 대한 선호도 높음. 그러
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학원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음(이혜숙 외, 2020).



읍면 지역 소재 돌봄기관의 경우, 아동의 안전한 이동과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운행,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이 특히 강조됨. 읍면 지역은 돌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저녁돌봄의 수요는 많고, 돌봄 대상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으
며, 돌봄의 공급은 적고 집중돼 있어 접근성 문제가 중요함. 하나의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연계가 중요함.

(2) 개발 방향
▢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초등돌봄의 연계와 협력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체가 가진 자원과 지자체 및 교육청,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에 따라
서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단일한 모델이 아닌 지
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모델의 설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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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수범사례가 제시되었으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인프라 격차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읍면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자녀 양육환경이 탈지방의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필수적인 돌봄 제공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양한 초등돌봄 공급 자원들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수요조사와 더불어 돌봄기관, 공간 및 인적 자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급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와 함께 조사된 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 초등돌봄 협력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권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4) 원칙 4. 초등돌봄 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1) 실태 및 필요성
▢ 중앙부처별로 돌봄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은

사실상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전담인력의 종사상 지위에는 차이가 있음. 아동에
대한 돌봄은 가정에서의 단순한 돌봄부터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
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전담인력의 고용의 질이 돌봄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돌봄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함.


중앙부처별 초등돌봄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유치원 및 초중등교사, 보육교사, 청소년지
도사 및 상담사 자격증과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담당 역할과 업무가 규정됨. 해외 사례에
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종사자
자격 및 교사 자격증과 경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초등돌봄 수요 현황 분석 결과, 부모가 초등돌봄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접근성 다
음으로 돌봄서비스 인력을 중요하게 꼽음(김영란 외, 2018; 장명림 외, 2018).



한편, 현장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
력이 부족하여 교육·연수의 참여에 제약이 있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 지속적인 돌봄 제
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전담인력의 보강, 대체인력 등 지원인력의 필요성과 함께 아
동과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됨. 이때 지원인력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성이 있는 전문가로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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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개발 방향
▢ 초등돌봄 전담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의 활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 아동
및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해 주기적인 직무 및 보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숙련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음. 전담인력이 돌봄기관에서 비교적 짧은 경력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숙련이 쌓이면
이직으로 연계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월차 휴가의 사용 등이 적정하게 제공되어 종사자가 근속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종사자 배치 기준의 현실
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근무제 운영, 적정한 인건비 수준 마련 등이 필요함.



지역 차원에서 초등돌봄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등 인적 자원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전문성을 갖춘 돌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및 봉사자, 마을활동가 등의 인력풀을 구성·공유하며, 아동 돌봄에 특
화된 대체지원인력을 운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을 도모할 수 있음.



전담인력의 교육 및 연수는 돌봄기관 단위로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 단위에서 교
육과정 및 평가·환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
적임. 지역 단위에서 초등돌봄 전담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경우,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실태와 주요 현안, 종사자들의 교육 욕
구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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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검토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대안으로 2019년부터 설치되어 2022년까지 모든 17개 시
도에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임.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과 사업 영역 및 운영 현황 등에
기초할 때 지역사회 정보와 연계 자원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각 운영 주체들의 기회
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보건복지부(2019. 3. 6)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및 운영시설의 종류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만, 서
비스 수요가 많고 공공성 향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보육, 요양 분야는 필수 제공”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보육 분야와 함께 급증하는 사회문제와 복지 욕구에
대한 공공 영역의 대응 주체로서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필
요가 있음. 보육과 초등돌봄은 종사자의 자격 요건 등이 매우 유사하여 대체인력의 활용,
긴급 돌봄서비스의 연계 이용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구할 수 있음. 예컨대, 지역
단위에서 보육과 초등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규모의 경
제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책 현황 분석과 사례 분석, 면접조사 및 델파이조사 분석 등 연구 전

반에서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현재까
지 초등돌봄이 교육의 영역인가 또는 보육 및 복지의 영역인가에 대한 논쟁과 함께 이해당
사자들 간 갈등이 첨예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
회의 다양한 자원과 주체가 초등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4년이지만, 서로 다른 세 개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부처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및 돌봄서비스의 분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7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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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음.


온종일 돌봄체계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기존의 학교돌봄
(교육부)과 마을돌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두 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각각의 전달
체계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학교 공간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임.

▢ 새롭게 추진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은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

가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지역아동
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분절을 해소하면서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임.
▢ 관련하여 김민희 등(2020)은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을 제안한 바 있음. 지

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은 자율성과 책무성, 연계·협력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협업내용
과 학교 안팎의 공간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음.


1유형은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 모델임. 학교 안에 돌봄전용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자
체에서 직영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자
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공존하는 방식임.



2유형은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임. 학교 안 기존 돌봄시설을 활용하여 상시돌봄(오후돌봄)
이 아닌 등교 전 오전시간, 초등돌봄교실 이후 저녁시간, 방학중, 휴일 등 틈새 시간에 돌봄
을 제공하는 형태임. 이 역시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지자체
와 학교(교육청)가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음.



3유형은 학교 밖 돌봄운영 모델임. 학교 안 돌봄공 간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 학
교 밖 돌봄을 위해 지자체 혹은 교육청이 주도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형태임.
<표 Ⅵ-1>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 운영

구분
협업내용
및
운영주체

학교 안
 지자체 직영/위탁 운영
1유형)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 모델  지자체-학교 연계
2유형)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

 지자체 직영/위탁 운영

학교 밖
3유형) 학교 밖
돌봄운영 모델

 지자체-학교 연계

 지자체 직영/위탁 운영
 지자체-학교 연계

출처: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p.9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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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은 기존 방과후 돌봄의 운영 주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제안된 것임. 이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각각의 전달체계 내에서 확대를 추진해오다
가 직면하게 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돌봄전담사 소속 전환에 따른 문제, 고용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단일 학교 내 노
동시장의 이중화 문제 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 추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 및 학교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은 기존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

관하는 것이 아닌, 초등돌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운영 방식임. 신규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은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시설
의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아울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공급 자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됨.
▢ 결국,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의

분절을 해소하면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은 공
공성 담보가 핵심임. 그리고 개별 시설 단위를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의 수요 및 공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또한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
등에 대한 역할분담 및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통 자격 기준 마련, 포괄적인 임금체계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역할은 사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자체는 공공행정기관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지자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가지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의 주체로 상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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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단위 초등돌봄 거버넌스에 대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면서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

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운영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됨. 아울러 본 연
구의 전반에서 지역사회 초등돌봄을 총괄·조정하면서 운영 주체 간 연계·협력을 효율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초등돌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30)의 감소 차원
에서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이 확인됨.


마을돌봄과 학교돌봄, 그리고 지자체-학교 간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에서 중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정보와 자원의 공유’임. 지금까지는 주로 각 전달체계 혹은 돌봄기관별로 이러
한 정보들을 수집·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 거래비용이 발생하였
음.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비용도 감당해왔음.



지역 내 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돌봄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증가시키는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
러한 점에서 중간조직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서비스원
을 지역 단위 초등돌봄의 중간조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포괄 범위가 시도 단위로 매우 넓기 때문에 중앙정

부에 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용이하나 여전히 수요에 대응한 공
급의 계획 및 조정 등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단
위에 따라서도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사
회서비스원과 광역도에 위치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위상, 업무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서 인구 35

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특성을 갖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서비스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 함.

30)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데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함.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한정된 합리성’과 환경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의 결합으로 인해,
둘째, 경제 주체들의 ‘기회주의’와 ‘소수의 숫자’인 특정 집단의 결합으로 인함(옥동성, 2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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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원도심인 읍면 지역과 신도심인 동 지역으로 이루어짐.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 및 보건 등의 욕구가 높은 편임. 반면, 동
지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신규 유입 인구가 증가한 곳으로, 아동 인구
가 많고, 보육 및 초등돌봄, 교육 등의 욕구가 높음.
초등돌봄서비스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 지역은 맞벌이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로 설치됨. 세종시 특화시
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부분 동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동 지역에 설치된 공립지역아
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돌봄기관의 건
축물 유형과 접근성 등에서도 격차가 큰 편임. 면 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과 주변 생활기반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필수 돌봄서비스 공급 계획이 요
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조기에 돌봄 공급이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3장에서 살펴본 세종시 현황을 통해 아동 관련 자원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Ⅵ-2> 세종시 초등돌봄 공급 현황
(단위: 개소, 개교, 명)

구분

기관 수

소재지

이용인원

지역아동센터

13

읍면 지역: 11
동 지역: 2

324

다합께돌봄센터

5

동 지역: 5

107

초등돌봄교실

50
(201교실)

읍면 지역: 19
동 지역: 31

3,8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읍면 지역: 1

37

계

69

읍면 지역: 31
동 지역: 38

4,314

출처: 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2020).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 현황자료.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2020a). 내부자료: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주: 1) 2020년 12월 10일 기준
2)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을 포함한 교실과 이용 학생 수임.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대상 기관과 초등학생 이용 아동 수임.



세종시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의 특성 및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함. 개발된 운영모
델은 실제 적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가능하고, 시범 적용 및 실증적 성과에 기반
을 둔 제도의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임. 나아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세종시 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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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모델의 개발은 세종시와 유사한 규모의 중소도시에서 초등돌봄 운영모델을 마련하
거나 혹은 지역 단위에서 확대 적용하여 초등돌봄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좋은 준거가
될 수 있음.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사업 등을 사업부서와 연
구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공간적 범위 및 자료의 축적, 타 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

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기관의 운영 및 연계·협력에 관한
계획자이자 집행자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 내
초등돌봄 수급 현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하고, 초등돌봄
을 총괄·조정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역할과 둘째,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마을돌봄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서 다른 주체들 간 연계·협력을 지원
하는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임([그림 Ⅵ-4]).

주: 1안)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 활용
2안) 지자체-학교 초등돌봄 협력사업의 운영 주체로 활용
3안)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로 활용

[그림 Ⅵ-4] 지역 단위 초등돌봄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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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기준으로 개발된 초등돌봄 운영모델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모델로,

모든 시도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중소도시 규모의 세종시와는 달리 대부분의 시도는 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지역을 두루 접
근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을 하위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운영모델(안)
1)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서비스원 활용 방안
(1) 역할과 권한의 부여: 시도교육청-광역지자체-사회서비스원 MOU 체결
▢ 지역 단위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 간 업무 협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광역지자체-사회서비스원의 다자간 MOU 체결을 제안함.
▢ MOU 체결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단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 및 부모의 선호, 돌봄기관의 성과에 기반을 둔 공
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둘째, 지역 단위에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역할분담, 상시돌봄과 긴급돌봄의 탄력적 운
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상 선정 기준의 허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를 제고할 수 있음.



셋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 전달체계별로 이뤄지던 수요 및 만족도
조사, 평가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병합·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함.



넷째, 아동에 대한 돌봄 이력은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아동에 대한 발달 성과는 학교의 자료
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초등돌봄이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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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다양한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환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응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음. 아울러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 및
연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여섯째, 기존의 시설별 후원금품 모집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 급식, 회
계 정산 등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 외 행정 및 운영 지원업무를 지역 자원
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의 MOU 체결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인 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으로 기능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 및 재원 분담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함.


첫째,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에 공동사업비를 지급함. 지역별로 학교돌
봄과 마을돌봄의 분담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분담
비율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재원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함. 다
만, 학교돌봄에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거나 마을돌봄에 사회서비스원
이 직접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도 등은 별도로 재원 분담에 반영되어야 함. 공동사업
비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수요와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평가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국고 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시설별 운영비의 합산이 아닌 지역별 보조율 방식으로 적용하
는 것이 적절함.



둘째, 아동의 서비스 이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의 특
수 공공법인 형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료의 접근 등에 제한
이 있음. 예컨대, 초등돌봄의 이용 형태 및 이용량,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성과, 사회
복지서비스 이용 등 자료의 구축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됨.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
으로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의 부모가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 이력 및 성과 연계의 근거가 마련됨.



셋째, 후원금품 모집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함. 기존에는 시설별로 후원금품 등을 모집함
으로써 돌봄기관의 열악한 부분을 홍보하거나 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
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과다한 후원금품 모집에 따른 종사자의 피로감 문제가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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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후원금품을 모집 및 배분하여 필요한 곳에 필
요한 자원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후원금품 모집·배분 자격을 획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재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기관 유형별로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차이가 있음. 지역 단위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며, 초등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돌봄의 공
통 운영 기준 및 돌봄 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2)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 분석
▢ 사회서비스원은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의 돌봄 필요와 이용자격

등을 검토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접근성을 강화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매년 반복 측정되는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아동의 개인별 초등돌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학교와 가정에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
다는 측면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임. 따라서 초등학생
에 대한 돌봄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관
련 자료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조사는 단위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자료가
이관되고 있음. 물론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이 가능하나 실제
로 수요조사에 근거한 공급 계획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수요조사 방
법은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사회서비스원에
서 조사내용의 구성과 결과분석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에 조사 자
료를 공유·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에 관한 내용은 부모의 고용 상태, 돌봄서비스 이용 실

태, 상시돌봄과 틈새 및 비정기적인 돌봄 수요 등의 차원에서 촘촘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는 초등돌봄이 필요한 시간 및 선호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
나 이러한 방식은 돌봄의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할 우려가 있음. 즉,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선정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돌봄 수요까지 포함함으로써 결국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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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체계를 통합 주관할 때 시행하는 초등돌
봄 실태 및 수요조사는 먼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의
수요를 조사하되, 돌봄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아동의 돌봄 공백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맞벌
이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초등돌봄 공급 현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우선적인 돌봄 제공의 대상은 방과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아동임. 따라서 부모의 고용 상태와 근로 방식,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단, 상대적으로 돌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
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기회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축소되어 또 다른 돌봄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
의해야 함.



다음으로,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요일별, 돌봄기관별, 시간대별로
돌봄 필요 정도와 원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이때 학원과 과외활동
등을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아동의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서 상시돌봄과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의 다양한 돌봄 형태를 포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또는 ‘보충적 학습 지원’ 등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희망하는 구체적인 돌봄 내용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함께 조사할 경우, 지역 차원에서 자원 활용의 효율적인 연계 및 지원계
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아동 개인별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는 아동의 방과후 돌
봄에 대한 이력 조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필수적·추가적인 자원 연
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는 상시돌봄 조사와 더불어 틈새돌봄, 비정기적인 돌봄의
필요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 연방정부 정책의 아동 돌봄 발전 포괄 지
원금(CCDBG)에 착안하여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나 고용 상태가 아니더라도 진
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시간에만 돌봄
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탄력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조사설계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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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돌봄 공급 현황 및 자원 분석
▢ 지역 단위에서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돌봄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공급 자원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지역 단위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범위는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 이외에 지
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간 등 물적 자원,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 학원, 후원처, 긴급돌봄 시 연계 가능한
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상정할 수 있음.


지역사회 초등돌봄 공급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 파악은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 및 읍면
지역의 필수 돌봄 제공지역을 판단하거나 후원처를 포함한 공급 자원들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즉, 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운영 주체 및 위탁기관, 설치일, 면적 및 공간 구획, 노후
시설 및 장비, 안전상태, 운영시간, 아동 정원과 현원, 이용 아동 특성, 서비스 제공 유형,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자원 연계, 급·간식 제공, 차량운행, 평가결과 및 컨설팅 현황 등
을 살펴볼 수 있음. 인력 측면에서는 기관별 종사자 수와 종사자별 자격 요건, 전문 분야,
직무 및 업무량, 근무시간, 인건비 수준, 처우 수준, 교육 및 연수 현황, 지원인력과 전문인
력 등 연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교육 및 인적 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 자료는 지역의 초등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될 것임.

(4) 초등돌봄 공급 계획의 수립
▢ 사회서비스원은 초등돌봄 공급 현황 및 시설별 접근성 등의 자료를 축적한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의 공급 계
획과 아동 개인별 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먼저, 지역 단위에서의 초등돌봄 공급 계획은 방과후 상시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수요

를 기준으로, 마을돌봄과 학교돌봄 중 희망하는 기관의 공급 현황과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총량을 검토하여 매해 차년도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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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인구 현황 등 지역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수립해야 함.


기본적으로 초등돌봄 공급 계획은 상시돌봄의 수요에 기초하지만, 틈새 및 비정기적인 돌
봄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색해야 하고, 돌봄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또는 ‘보충적 학습 지원’ 등 수요자의 욕구 및 아동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의 연계·활용 계획을 수반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시 지역별 공급의 불일치 등을 검토한 후 현 공급체계의
유지 및 재편에 대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돌봄 공급의 확충 및 축소 계획, 필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읍면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은 돌봄기관의 접근성과 기관 운영의 효
율성 및 성과 등에 근거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아동 개인별 공급 계획은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여 돌봄

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동을 유형화하고,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설계·공급하는 방식을 뜻함.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 선정 기준과 서비스 이용 정도의 차이
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초등돌봄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
에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함.


아동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은 돌봄의 필요 및 욕구와 지역 내 초등돌봄 공급 현황에
따른 매칭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시간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총량을 고려
하여 수립함. 여기에는 돌봄기관 이용,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시간제
및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아동과 가정의 여건
을 고려하고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하
는 한편, 아동과 부모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일부 계획을 전환·조
정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급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조율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정·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급 자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을 시행해야 함.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은 아동 및 가정의 여건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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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
존 초등돌봄기관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를 들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가구를 대상으로 ‘세종

형 아동 통합돌봄서비스(가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세종형 아동 통합돌봄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기초하며, 가족 형태, 부모의 맞벌이 유무, 자녀의 연령, 자녀 수, 특수 욕구 등
을 고려하여 개인별 서비스 이용량과 이용 형태, 부담비용 등을 산출하게 됨. 이때 서비스
의 이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적용되지만, 부담비용 산출 시 가족의
소득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② 방과후 단
순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③ 틈새돌봄이 필요한 아동, ④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등으
로 구분 가능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돌봄과 함께 학습지도가 반드시 필
요한 아동을 의미하며, 틈새돌봄은 상시적인 방과후 돌봄을 제외한 다른 유형(오전 및 저
녁돌봄, 주 3일 돌봄, 시간제 돌봄 등)의 돌봄 모두를 포함함.



다만, 이러한 유형화는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세종시사회서비스
원에서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고, 아동별 기초학력진단과 사회보
장급여 이력 등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함. 아동의 발달 성과 및 가족의
사회보장급여 이력 등에 관한 자료의 연계는 결합 가능한 서비스를 세종형 아동 통합돌봄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 중앙부처의 전달체계별 돌봄 대
상 선정 기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전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의 심층분석과 아동에 대한 정기·수시 상담을 통해 가정
내 아동의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연계 가능한 초등돌봄서비스는 ① 돌봄기관 이용, ② 가정방문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동행서비스(등하교 등), ④ 아침 케어 서비스(등교 준비 등),
⑤ 기간 한정 돌봄서비스(방학기간 등), ⑥ 시간제 돌봄서비스, ⑦ 긴급돌봄서비스 등임. 돌
봄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공개하지 않고 기관 유형으로만 제시하여 기관 간 경쟁 및 기관
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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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에 따라 구분된 아동의 유형을 토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서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을 마련하고, 부모는 이를 수용하거나 일
부 계획을 전환·조정하여 협의함. 예를 들어, 돌봄기관 이용시간을 계획보다 짧게 선택하
고, 나머지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세종형 아동 통합돌봄서비스는 아동과 가정의 여건을 반영하여 가용 가능한 교
육 및 사회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초등돌봄 체계의 연계를 넘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임.

[그림 Ⅵ-5] 세종형 아동 통합돌봄서비스(가칭)

(5) 질 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지역 내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모든 돌봄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관리가 요구됨. 지역사회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초등돌봄기관의 운영과 평가 방식은 중앙부처에서 개별 전달체계별로 진행되고 있으
나 각 전달체계의 협조를 통해 지역 단위의 관리 및 평가체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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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무·회계·법무·노무 컨설
팅, 시설 대체인력 지원 및 안전점검, 표준 운영모델 연구·개발,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서비스 수급 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예컨대, 자체평가지표 개발, 모
니터링단 운영 및 평가 지원, 컨설팅, 인큐베이팅, 우수 운영 사례 선정 및 공유, 홍보 등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서비스 질 제고를 견인하고, 초등돌봄 공급 계획에 정
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돌봄기관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만족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조사의 결과는 차년도 지역 단위 초등
돌봄 공급 계획의 수립과 아동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
록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함. 이와 함께 기존의 전달체계별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
단위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
자와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역량 개발 지원, 처우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지
역 단위에서 아동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자격 요건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적정한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아동 돌봄에 특화된 대체지원인력 운용,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인력풀
구성·공유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종사자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신규 및 보
수 교육·연수체계를 갖추고, 여건에 따라 슈퍼비전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함.

▢ 지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질 관리 체계와 함께 아동의 돌봄 이력 및 발달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 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의 통합적·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공급 현황 및 자원 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기관
평가 등의 자료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여기에 아동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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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과 발달 관련 자료를 연계한 DB가 구축된다면, 아동에 대한 증거기반의 맞춤형 서비
스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아동의 돌봄 이용 현황과 발달 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항목에 맞추어 아동의 발달과 사회복지서비
스 이력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서비스바우처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의 연계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산재되어 있는 아동
의 성장·발달 관련 이력을 통합하여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고,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에
실제적인 환류가 가능하도록 자료의 보안 관리, 자료 입력에 따른 행정 부담의 최소화, 시
스템 업데이트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그림 Ⅵ-6] 세종시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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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 활용 방안
(1)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직접 운영(안)
▢ 사회서비스원은 초등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

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의 운영자’로 활용할 수 있음.


단, 기존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기보다는 초등돌봄 수요-공급 분석에 기초하
여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초등돌봄을 공급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임. 이는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부족한 지역에서 추가적
인 공급이 필요할 때 가능함.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초등돌봄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확
보가 중요함. 특히 부모들은 돌봄기관을 선택할 때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
며, 학교 혹은 집 근처의 시설을 선호함. 학교 내 유휴교실이 있거나 마을 내 유휴공간이 있
는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학
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운영은 개별 전달체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지자
체-학교 협력사업에 의한 기관의 설치 및 기존 기관의 운영 주체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전술한 지역 단위 초등돌봄 거버넌스의 중간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같
이, 지자체-교육청 협력사업의 운영 주체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할 때에도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MOU를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돌봄기관의 운영 주체이자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교 재
학생 이외에 인근 초등학교의 재학생까지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아동들의 이동 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과 안전 보장의 방법, 학교 간
역할분담 등 보다 구체적인 협약이 필요할 수 있음. 다자간 MOU를 통해 지자체-학교 협
력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함.

(2)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로 운영(안)
▢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과 서

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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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초등돌봄
의 틈새를 메우며, 상시적이고 비정기적인 돌봄 수요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보유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단위별로 운영 방식이 결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
스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앙부처의 사업별
제한 등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지역 중심 초등돌봄 사례’로 사회서비스원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예를 들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운
영하고 있음. 돌봄기관의 운영과 가정에 파견되는 전문인력, 대체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분절적인 신청 방식에서 일원화된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돌봄
수요에 기초하여 돌봄기관 이용 서비스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공백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임. 또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비대면 돌
봄서비스와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긴급돌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을 운영하여 동일 기관에 대한 수범사례로 거점 기

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
재·교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지역 자원의 지원 및 활용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음.


지금까지 초등돌봄 체계는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보호와 안전, 숙제지도 등 학습 지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음. 이에 더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놀이 중심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
의성과 잠재력 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함께 놀이, 문화 및 체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육 및 돌봄기관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은 물론,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모든 가정과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지
원과 직접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도서관, 실내 놀이터, 청소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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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공간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아동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
스와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주지하다시피,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접
근성의 문제임.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초등돌봄의 수행 기관으로 참여할 때에도 마찬가지
임. 예컨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인프라 현황과 아동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즉, 필수 돌봄서비
스 공급 계획이 요구되지만 조기에 돌봄기관이 공급되지 못하는 면 지역에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연계·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서비스 전달 방식을 모색해야
함.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은 지역별 특성과 차이
를 고려하여 다양한 제공 방식을 모색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 구축의 큰 강점이자 반드시 숙고가 필요한
발전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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