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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의 특성을 띠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을 탄탄히 갖추
고 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자신에게 흥미 있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끊임없이 생
성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기․적성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
어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육은 교과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마다 다른 성장 경험과 배경, 특기와 적성을 지닌 학생들
을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과거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많은 교육 개혁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와 ‘200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 등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강구했다. 아울러 현 정부도 이러한 교육 개혁 방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방과후
교육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그 운영의 자율성, 개방성, 다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영주체,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장
소, 교육시간 등을 더욱 다양화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
라의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태 및 요구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고, 아울
러 국내 학생 참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국내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지역사회시설, 교육청, 학교 등에서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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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주요 외국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와 학교외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
영 사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 등을 조사한다.
셋째, 조사된 국내외의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련 대학 교수, 현장 학교의
특기․적성 담당 교사, 교육유관기관의 관련 연구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 제시와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특기․적성교육 담당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
구를 수행한 담당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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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국내외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
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국내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태 및 요구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국내 학생 참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조사된 사례분석
을 통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 국내 현장방문조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인터넷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방과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에서의 특성화된 프로그
램 운영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2. 사례조사의 시사점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이었다. 이들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영역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활동 중심에서 아
동보호, 긍정적인 청소년개발, 청소년문제예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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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명백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함께 담당하여야 할 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에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과후교육활동지원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방과후 학교 운
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정책에서 전부부담하거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
부모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수익자부담, 민간기금,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의미 있게 활용되는 체제를 마
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특성상 입시 또는 성적과 관계없는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
급학교 진학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
여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연구와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방과후 학
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사례조사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과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사례, 외부기관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외부
- iv -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운영하는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사회시설
의 프로그램은 학교연계 프로그램과 공공시설의 프로그램, 민간영리단체의 프로그
램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간에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교가 전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대도시 지
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에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의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할 시설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의 학
교연계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합성이 가장 높은 프
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시설과 종합사
회복지관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자원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프로그램 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과후 학교를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방과후 학교의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으로서 적합
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여건상 지역사회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시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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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청소년 프
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언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에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과후 학교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
의 영역이 학교 학습에 대한 심화․보충학습의 차원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
(child care), 청소년의 특기․적성개발,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 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정책이므로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아동
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총괄기능과 더불어 보충․심화
학습의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확보, 문화
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기․적성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인
력 및 재원확보,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소요되
는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 확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법무부 등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 및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확보, 여성부에
서는 아동보호 및 방과후 보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확보 등과 같
이 범정부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과후 학교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가정․학교․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방과후 학교를 운
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 프로그램, 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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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국가와 학교가 주도하더라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많
은 인적자원과 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보
유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력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민간부문의 각종 단체 등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 및 각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사업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지원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 및 시도단위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
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방안 개발과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각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력과 재원 및 프로그
램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
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별 학교단위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조직들과 「방과후 학교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조직이 방과후 학교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네트워크
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지역사회 조직
이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관련 자원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조직과의 「방과후 학교 운영 협약제
(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협약을 통해서 각종 공공사업 및 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력과 프로그
램을 보유하고 있어 적합성이 높은 연계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체들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방과후 학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
다.
셋째,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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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는 필수적으로 외부의 프로그램과 인력이 참여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려는 학교 밖 자원의 질적인 수준을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인증제」를 통하여 우수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인
증제는 청소년프로그램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방과후 학교 강사은
행」을 구성․운영한다. 강사은행은 각 교육청단위의 지원조직에서 전담하여 구
축하고, 강사은행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에 대한 방과후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
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될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 등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력과 문화
적 자원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바우처」제도나 무료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농
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강사를 불러오는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
과 「농어촌지역 순회강사제」,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 지원단체」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방과후교육
활동지원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
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부처의 역할분담과 의무를 명시하여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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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부모가 맞벌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면서 학교 내에서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내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나홀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과도한 사교육에 대
한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여 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등과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학업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
함으로써 전인육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방과후 활동의 확대는 크게 홀로 방치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의
기능, 학교에서 학력격차의 해소, 학생들의 특기적성개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
한 발달 촉진 등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을 제정하여 재원을 확보
하여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도 방과후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정책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서 시행하고 있다기보다는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시행하거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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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자체적인 교육 프
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자원과 학교 밖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종합적인 방과후 학교 정책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방과후 학교 실시에 따른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용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국내외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과후 활동 정
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생 참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국내 청
소년 관련기관이나 지역사회시설, 교육청, 학교 등에서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사례, 운영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사례, 외부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
을 학교장이 운용하는 사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민간
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주요 외국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학교와 학교외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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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 등을 조사한다.
셋째, 조사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과후 활동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과 외국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서 우리나라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개월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과 예산상의 한계로
연구방법을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 국내 현장방문조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연구는 기존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조사는 국내외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검색은 2004년
8월부터 9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국내의 지역사회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 방문 조사는 지역사회시설 중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
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에서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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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및 요구
1. 조사방법
교과중심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특기 및 소
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특
기․적성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연구기관, 교육
청 관계자, 교원, NGO의 합동으로 구성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팀’이 일선 학교
의 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수탁 연구는
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구체적 대상과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요구조사 설문조사는 이 수탁 연구의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수동 박사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홍원 박사가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방법은
“지역-전체, 학교규모-전체, 성별-전체, 계열선택-일반계와 실업계, 학교급-전체,
학년-특기․적성교육 적용학년”을 조건으로 하여 표집된 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했
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총 10,570개교)에서 학교급별 학교 수의 비율 및 16개 시․도교육청별 학교수 비
율, 도시 및 읍면지역, 그리고 남학교 및 공학교의 비율 등을 고려한 대규모의 비
례 유층표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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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표집은 총 학교 수의 약 1.1%에 이르는 120개교를 표집 하였으며, 각
각의 학교에서 표집된 교사 1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의 학부모
설문지의 경우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학년에 한하여 1개교에서 20명의 학
생(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무작위로 추출하
여 총 2,400명이 표집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경우 설문지를 가져간 학생의 학
부모 중 1인이 응답하게 하는 짝진(matched)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
상자들의 배경변인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내용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규모
면에서 전국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 기간은 2004년 5월 7일과 5월 28일에 걸쳐 이루어 졌고, 22일
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교사의 경우는 900개, 학부모의 경우는 1,704개의
사례가 회수되었다. 한편, 문항에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에 사용된 사례는 교사의 경우는 총 838부로서 발송량의 69.8%, 학부모의 경우는
1,538부로 발송량의 64%에 해당한다. 회수된 설문지 조사 대상인 교사와 학부모
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다음 <표 Ⅱ-1>, <표 Ⅱ-2>와 같다.
<표 Ⅱ-1>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포(N=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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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학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포(N=1,538)

- 7 -

나. 조사도구
이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
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전반적
인 운영현황이다. 둘째는 참여자들의 평가 및 기대이다. 셋째는 교장․교사가 본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다. 넷째는 운영비와 외부강사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이다. 다섯째는 특기․적성과 관련된 학생들의 학원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이
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으로 짜여져 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과 해당 문항 번호는 <표 Ⅱ-3>과 같다. <표 Ⅱ-3>의 문항 중 주요문항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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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다. 즉 가 영역의 1), 나 영역의 1), 라 영역의 4), 6)이다.
<표 Ⅱ-3>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의견 조사 설문지의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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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설문 문항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운영현황
(1)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시여부
교사를 대상으로 귀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에서 전체 835명의 응답자 중 92.9%에 해당하는 776명의 교사가 특
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
교는 전체 321명의 응답자 중 98.1%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1.9%
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는 290명의 응답자중
98.3%가 실시 중에 있으며, 1.7%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
학교의 경우는 78.6%가 실시 중에 있으며, 21.4%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실시율이 초, 중학교와 비교해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입시가 목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 영역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Ⅱ-4>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실시여부
χ2
χ2

df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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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 p ＜.01, *** p ＜.001

나. 참여현황
(1) 자녀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참여 여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학교급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에서 전체 1,514명의 응답자 중 60.1%에 해당하는 910명의 학부모의
자녀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635명의 응답자 중 65.4%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
여하고 있고, 34.6%가 미 참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는 557명의 응
답자 중 52.1%가 참여하고 있으며, 47.9%가 미참여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
우는 63.7%가 참여하고 있고, 36.3%가 미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의 참여가 높
게 나타난 것은 방과후 보충 학습을 특기․적성교육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입시와 관련된 교과 관련 영역의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Ⅱ-5> 자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참여여부

χ2
χ2

df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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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 p ＜.01, *** p ＜.001

다. 참여자의 평가 및 기대
(1)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제
공하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Ⅱ-6>과 같다.
<표 Ⅱ-6>에서 살펴보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중인 전체 908명의 응답
자 중 51.7%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매우 만족이 4.8%, 만족이 33.9%로 38.7%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 7.7%, 매우 불만족이 1.9%로 9.6%의 응답자가 불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지는바 학부모의 관심사 즉 입시와
의 연관을 갖는 특기․적성 영역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Ⅱ-6>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χ2
χ2

df
p

*

- 13 -

p

＜.05, ** p ＜.01, *** p ＜.001

(2)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 및 미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
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
음 <표 Ⅱ-7>과 같다.
<표 Ⅱ-7>에서 살펴보면, 전체 1,507명의 응답자 중 56.9%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 수준이 보통이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신뢰롭게 생각한다가
3.8%, 신뢰롭게 생각한다가 29.9%로 응답자의 33.7%가 신뢰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신뢰롭게 생각한다가 8.2%, 매우 비신뢰롭게 생각한다가 1.3으로
9.5%의 응답자가 비신뢰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
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학부모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보
여준다.
<표 Ⅱ-7>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χ2

χ2

df
p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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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분석
1. 미국
가. 개요
(1) 방과후 활동 동향
미국의 방과후 활동(after-school activity)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된다.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교과학습 이외의 특별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보
는 관점이다. 학교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을 의미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CA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과학습 이외의 활동을 의
미한다. 두 번째는 학교수업 종료 이후의 학교 밖 활동(out-of-school activities)
을 보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자유시간이나 여가활동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미국의 경우 1980년
대부터 청소년들의 십대임신, 약물중독, 폭력 등과 같은 청소년문제의 증가, 결손
가족의 증가 등으로 혼자 방치되는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들의 읽고 쓰는 능력
(literacy)이나 수기본적 계산력(numeracy) 등과 기초학력의 감소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6시
까지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에 따라서 이 시간
대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줄이자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미국 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5 -

이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면서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 등 교육적 성취를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느낌을 갖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자신감
(self-confidence)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동향을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에서 1990년도에 조사한 결과 10학년의 경우: 주당 참여안함(40%), 1-4시간
(35%), 5-19시간(23%), 20시간 이상(2%)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내용은
종교활동(31%), 단체 및 여가활동(20%), 댄스 등 교습(20%), 스포츠(13%), 지역사
회봉사(7%) 등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전국 공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조사
에서는 공립학교의 67%에서 선택형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유형
미국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크게 학령기 아동보호(school-aged child care),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 보충심화학습(extended learning), 특기적성개발
(enrichment activities) 등으로 구분된다(Miller, 2003). 이들 네 가지 유형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Ⅲ-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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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미국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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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 활동 추진체계
미국의 방과후 활동 추진체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재원투자와 민간부
문의 각종 재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민간조직
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된 추진체계
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연방정부의 경우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21st CCLC)를 통
하여 2003년에 약 10억 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자하여, 1,597개 지역사회의 6,800여
개 학교에서 약 120만명의 학생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에서 2003년에 48억 달러의 연방예산
과 22억 달러의 주정부예산 투자하였고, 약 180만명의 청소년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주정부별로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Y)
기금의 상당부분을 방과후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주 및 도시별로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2년에 「방과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법(After School
Education and Safety Program Act of 2002)을 제정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방과
후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데, 2004-2005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은 15억 달러에 달하
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 미시간주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주의회의 결의안(House Resolution No. 26)으로 Michigan
After-school Initiative(MASI)를 시작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민간재단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
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뉴욕지역의 The
After-School Cooperation(TASC), LA 지역의 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BEST), 4-H After-school Program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활동 지
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는 지역사회의 단체들의 참여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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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단체와 학교의 공동기획에 의한 방과후 활
동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4) 방과후 활동의 효과
방과후 활동 참여에 따르는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
년들의 문제행동의 감소, 학교생활의 개선, 학력신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Miller, 200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적 행동의 감소 : 청소년비행, 약물남용, 청소년간 갈등, 중도탈락, 학교
기물파괴 등의 감소
- 학교성공(School Sucess)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증가 : 자기효능감, 리더십,
유능성, 정서적 적응, 시간활용, 학습습관, 갈등해결기술 등의 증가, 높은 교
육기대,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의 증가
- 학습성취 개선 : 데이터분석, 쓰기, 숙제완성, 성적향상, 학력성취점수증가, 유
급감소 등

나. 사례
1) 뉴욕지역의 The After-School Corporation(TASC)1)
The After-School Cooperation(TASC)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청소년들에게 방
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향후 2010년까지 전국의 공립학교에서
안정적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TASC는
조지소로스의 Open Society Institute(OSI)에서 1998년에 설립하였고, OSI에서 1
달러 투자시 공공부문 및 민간기부금을 3달러를 확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
1) The After-school Cooperation- Fifth Years Report(200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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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까지 5년간 OSI에서 80백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이에 맞추어 공공부문
및 민간기부금을 236백만 달러를 기부 받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으
며, 2003년도에는 뉴욕시 및 뉴욕주 지역에서 24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TASC의 주요 대상은 공립학교이며, 학교건물을 오후 3시 이후에 사용하여
YMCA 등과 같은 지역사회조직(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TASC의 방과후 활동에서 지역사회조직
(CBO)의 참여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역사회조직이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TASC에 제출하여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
고 있다. TASC에서는 예산지원 후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하여 직원
연수, 프로그램기획 지원, 성공사례제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재학생의 30%정도가 방과후 활동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인원은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은 주5일씩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며, 내용은 숙제지
도, 독해, 수학, 과학, 예술, 스포츠, 지역사회봉사, 현장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가) TASC 활동과 접근 방법

1998년 방과후 교육활동이 공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
발한 TASC의 목표는 2010년까지 미국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모
든 청소년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TASC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는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 정규과정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최고의 방
법이라는 믿음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243가지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의 참여로 아동은 또래 집단과는 물론 성인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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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다. TASC는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들과 학교 사이
의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공사 제휴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TASC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개발, 보급을 위해 자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기반 기관의 직원을 교육시키고 양질의 교과과정을 설계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공
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방과후 교육 프
로그램은 음악에서부터 컴퓨터교육 등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각 프로그램은
공통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집단에서 본받아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
TASC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모든 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 TASC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과제완성을 돕는 방과후 교육활동 : 과제완성 및 교육적 도움은 최고 우
선순위이며 컴퓨터 교육, 건강, 사회화, 영양균형과 약물복용 예방 등을 위한 프로
그램 또한 운영한다. TASC는 청소년이 넓은 범위의 주제아래 다양한 양질의 경
험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프로그램
은 정규 학교 과정을 보충하도록 설계된다.
셋째, 정기적 출석 필요 : 방과후 아동 관리를 위해 학교 내의 교육활동에 의존
하는 학부모에게 믿을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 중학교는 정기적인 출
석을 중요시 한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은 정기적 출석보다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며 폭넓은 활동기회를 중요시 한다.
넷째, 연중 일관된 프로그램 진행자 : TASC는 프로그램운영 요원을 직접 고용,
감독하고 방과후 활동도 학교과정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프로그램이 정규과정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지 학교와 협력하여 연구한다.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교
정규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보충하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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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1:10으로 유지 : 다양한 기술을 가진 교사와의
활동으로 학생은 지적, 신체적, 예술적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경험한다.
여섯째,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과 사회화의 기회 : 양질의 프로그램은 영양가
있는 간식과 학급동료는 물론 성인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회화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나) TASC의 프로그램

TASC 지원의 프로그램은 지역적 요구, 교사의 노련함, 지역적 관심에 따라 체
스, 춤, 도예, 원예, 요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약간의 수학능
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실제 접근방법으
로 활용한다. 청소년들의 자연적 호기심을 고무시키고 모험심을 기르는 흥미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TASC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견학, 음악활동, 스포츠, 연극
등을 접하고 있다. TASC는 Madison Square Garden Cheering for Children
Foundation(MSG)과의 제휴를 통해 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돕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MSG는 또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스포츠 및 연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 교재, 물품 등 청소년들
의 독서, 글쓰기,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TASC는 청소년의 상상력을 키우고 포부를 갖게 하는 다음과 같은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첫째, 스포츠활동 : TASC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 건강교육 연구회를 조직하고 축구, 야구, 농구등의 교내 연습경기를 주
최한다.
둘째, 만화책 제작 계획 : 만화책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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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 방법으로 향상시킨다.
셋째, 지역 재판 프로그램 : TASC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형사상 재
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경찰 제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역재판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뉴욕경찰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
진다 . 또한 가상공판 참여, 지역 법관과의 만남과 법조계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넷째, 세계는 하나 :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탐구
하는 이 프로그램은 브룩클린 내의 7개의 학교에서 제공된다. 학생들은 그들의 나
라의 기원을 알리며 다른 나라의 것을 배우고 국제적인 펜팔 활동 등 특별한 활
동에 참가한다.
(2) 미시간주의 Michigan After-school Initiative(MASI)2)
(가) MASI 개요

2003년도 미시간주 의회의 결의안(Michigan House Resolution No.26)에 따라서
미시간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가족청(Family Independence
Agency)가 공동으로 Michigan After-school Initiative(MASI)라는 팀을 구성하여
향후 미시간주에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추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조화와 협동, 지역사회 범위의 지도조직, 법률제정과 재무관리, 프
로그램의 접근과 사용, 마케팅과 정보 전달, 프로그램의 질적 결과와 평가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화와 협동 :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의 창조적인
협력은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다양하고 이용 용이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증가시키
2) Michigan After-school Initiative 2003 Report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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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을 주고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보완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협조는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질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결과를 낳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와의 제휴로 각자 그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 독자적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지역사회 범위의 지도조직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범위의 지도조직을 창조하고 개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역적인 목표와 목적은 확실히 정의되어야 하고 각 지역마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절차 제정, 공공인식의 주장, 청소년, 학부모,
기업가, 신념기반의 지역기관, 정책 결정자, 자금 지원자 등의 역할을 정의하여 이
러한 역할에 맞는 하부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제정과 재무관리 :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활동 기회의 확대, 지지
등을 위한 재정적, 법률적,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른
독특한 접근방법을 존중하면서 모든 지역 공통의 시각과 특정 지역사회가 지역
환경 속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완, 지지하는 방법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넷째, 접근 :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양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학부모 60%가 그들의 지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케팅과 정보전달 : 지역조직들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대중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 인쇄물,
전화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정보전달 계획과 전략적인 마케팅은 공공
인식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
여섯째, 질적 결과와 평가 : 교육활동의 효과적인 평가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
의 향상을 돕고 이러한 양질의 정보는 정책 결정자와 투자자에게 제공되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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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지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된 기술적 도
움을 제공하는 지역기관과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
도록 한다.
(나) MASI의 활동계획의 주요 내용

미시간에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지하려 MASI의 계획은 몇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공적 지지를 강화, 확대
MASI를 주 규모의 정보 교환망으로 확고히 하고 MASI의 구성원을 지역공동
체, 프로그램 제공자, 학부모, 청소년, 재단 등의 범위로 확대 시킨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결과, 이점, 필요성, 비용 등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MDE(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와 FIA(Family Independence
Agency)에 MASI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마련을 위한 예산안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한다.
MASI는 매년 교육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주지사와 입법기관에 제출하고 이는
공공교육 홍보에 이용된다. 또한 MASI를 정보 교환망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
프로그램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 구조와 정책개발
MASI는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주의 예산안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우선시키며
청소년 개발 예산안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함께 일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프
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적 협조에 장애가 되는 정책과 기금문제는 확인 후 제거되
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요원의 모집을 위해 교육, 기술적 보조, 장
려금 지급 등에 노력한다. 또한 효율성과 전문적 기술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전문
적인 개발과 공통의 훈련, 교육을 조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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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금마련 체계
방과후 프로그램의 지지를 위한 정부, 지역, 주, 사적 차원의 모든 이용 가능한
기금을 확인하고 조화시키며 이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기금전략을 개발한다.
DMB(Department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청소년 개발을 위한 예산을 설
립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키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따른
비용을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공제를 법령화한다.
넷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보급
미시간의 모든 취학연령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인식개발을 돕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갖지 않은 집단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지역 내의 모든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노력한다.
다섯째, 방과후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
미시간 전역에 걸쳐 부모들로부터 요구되는 지역과 시간에 이용가능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을 개발한다. 또한 그들의 지역 내에서 방과후 교육활
동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인식과 접근 방식을 확고히 한다.
MASI는 지역기관에 현존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 프로그램 시간, 이용방
법, 비용 등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역간 프로그램의 질적 차
이를 줄이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자료를 창조, 유지, 배포한다.
(3)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21st CCLC)
(가) 21st CCLC 개요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에 지역학습센터로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장,
교사, 지역사회 단체들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기초 학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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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원낭비를 줄이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사회학습센터는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간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활발
한 교육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를 개방하여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America lead challen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클린턴 대통령
과 고어 부통령은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를 통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2억 달러 투자 법안을 의
회에 상정하였다. 이후 연방정부 수준에서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21st CCLC)를 통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에
약 1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자하여, 1,597개 지역사회의 6,800여개 학교에서 약
120만명의 학생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나) 21st CCLC의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명확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비전, 분명한 책임
소재, 강력한 지도력, 협조적인 의사결정,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과정, 합리적인 정
책, 편리한 공간 배치 등은 방과후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효과적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설계는 우선 프로그램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명
확히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의 범위를 설정하며, 파트너들 간의 합의를 표현
하는 목적 진술을 한다. 이때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규학
교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교육과정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학교, 협력 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적
합한 경험과 아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급여를 받는
전문가와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학부모들, 대학생들, 은퇴한 공직자들, 사업가
들의 참여도 확보한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봉급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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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수당, 그리고 자격은 큰 차이가 있지만, 주요 스태프들에게는 합당한 보수와
다른 금전적 유인이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ㆍ개인교수 (읽기, 수학, 과학 등 기초 과목)
ㆍ약물과 폭력예방 교육과정 및 상담
ㆍ청소년 중심 활동(각종 클럽활동)
ㆍ대학입학 준비
ㆍ숙제지도(Homework Centers)
ㆍ문화 예술 행사
ㆍ컴퓨터 지도
ㆍ언어 교수(TESL 포함)
ㆍ직업준비 훈련
ㆍ성인교육 및 기술 개발
ㆍ법 집행과 관련된 활동
ㆍ레크리에이션과 운동 프로그램 및 행사
ㆍ미취학 아동을 위한 탁아 프로그램
(다) 21st CCLC의 재정지원

세인트루이스(St. Louis)의 경우 16개 학교에 기초한 지역사회 교육센터가 매년
4만4천명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마다 매년 1천5백명의 청소
년, 하루 평균 70-90명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서는
개인교수, 미술, 레크리에이션, 성인교실, 약물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
인교실은 수업료를 받고 HUD(미국 주택도시개발성)의 보조와 학교위원회의 보조
로 운영된다. 각 센터별로 $102,250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
- 28 -

머프리스보로(Murfreesboro)의 경우 9개 초등학교에서 5천4백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가운데 80%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택
이 가능한 종일반 일정으로 진행되며 예술,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
다. 정규 예산과 보조금, 그리고 시간당 $1.25의 수업료 및 교재료로 경비를 충당
한다.
뉴욕(New York City)의 The Virtual Y 프로그램의 경우는 240개 학교에서 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4학년 50명이 매일 참여하고 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숙제 지도, 개인교수, 학대방지교육, 예술, 레크리에이션, 문
해력 향상 등이다. 개인 스폰서들을 통해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25,000 정도의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①Work-study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활용, ②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③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 동원, ④재
원의 적절한 사용, ⑤이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임대, ⑥정규 학교시간 동안 융통성
있게 시간을 운영하여 교사들을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4)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BOCES)3)
(가) BOCES 조직 개요

BOCES는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the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를 말하여 뉴욕 주 내의 각 지역학교의 지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공
교육 기관으로, 1948년에 뉴욕 주 법에 의해 마련된 이후 소규모 단위의 변두리
학교들이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급되
기 시작하였다.
현재 뉴욕에는 5개의 큰 도시(New York, Buffalo, Syracuse 등)를 제외하고,
3) “황석연 외(2002)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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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교육구의 91개 학교가 38개의 BOCES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공립
학교는 모두 BOCES에 속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OCES에서 제공되어지는 서
비스는 2개 이상의 교육구가 비슷한 교육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진다.
모든 BOCES의 운영 및 프로그램은 세부사항으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등
학생을 위한 취업대비과정(Workforce Preparation Program), 장애아동을 위한 특
별교육 프로그램, 교사․직원 및 도서관 인력을 위한 직원훈련과정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 지역학교는 이러한 BOCES를 통해서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정부로부터 BOCES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매년마다 각 교육구는 다음 해에 BOCES가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나) BOCES 주요 프로그램

BOCES의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 Arts & Academics,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Adult & Community Education, Special Education,
Support Services for Students, Alternative Programs, Technology Services,
Imaging Center, Administrative & Staff Support Service, Walkabout, Technical
Center, Pine Bridge, 영재교육, 미혼모교육, 교사 재교육, 신규교사 연수 등의 다
양한 과정이 제공된다. 이중 주요한 몇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lkabout 프로그램은 정규 고등학교의 수업방식을 만족하지 않는 12학년 학
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대안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창안했다는 Eugene
Lebwohl에 따르면, 호주의 원주민사이에 있는 하나의 풍습, 즉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연 속에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성인이 되는 성공적인 변화를 결
정짓는 Walkabout에서 따 온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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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학력보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
를 키워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탐색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생에 있어 학력만큼 생활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간관리 능력, 조직능
력, 이력서 작성 능력, 인터뷰 능력을 연마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을 보면 9주간의 직업 탐색, 20주의 학과시간, 2차례의 1주간 도보여행,
4주간의 사회봉사, 발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과내용도 영어, 사회 외에
환경학, 건강 및 생활기능, 체육 등이 있다.
Technical Center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 목공, 건축, 간호, 꽃꽂이, 미
용, 요리, TV 프로덕션, 컴퓨터그래픽 등 25개의 과정을 가르치고 학점을 부여한
다.
Pine Bridge 프로그램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공한다.
(다) BOCES의 운영체제

BOCES는 지역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BOCES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
원회 CEO는 지역의 Superintendent가 맡고 있다. BOCES는 교육 프로그램, 교사
및 교육지원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출신 행정직원 및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여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BOCES위원회는 3년 임기의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1번 정기 위원회가 열린다.
BOCES의 일반적인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CES는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있는 교육적 필요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둘째, BOCES는 지역구 및 주정부 교육부로부터의 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다.
셋째, BOCES는 지역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서비스, 시설 및 인력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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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BOCES는 학생, 직원 및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BOCES와 지역학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OCES와 교육구(School
District)는 동반자 관계로서 BOCES에는 자체의 교육장 (Superintendent)이 있다.
매달 각 교육구의 교육장들이 BOCES에 모여 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BOCES는 각 교육구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용은 교육구에서 지불한다.
(5) 4-H After-school Program
미국의 4-H활동은 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청소년사업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4-H활동은 농촌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활동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는 농촌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
시지역에서의 청소년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 4-H활동은 연방정부의 농무성과 각 주정부 및 주립대학으로 연계되
는 Cooperative Extension System(CES, 주: 미국 정부의 농촌지도사업 조직체계)
에서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4-H활동을 통하여 추진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매년 전국적으로 260,000
여개 사이트에서 4백20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다.
4-H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은 주립대학, 지역행정기관(county government), 미국
농무성, 전국4-H연합회, J.C. Penney After-school Fund 등으로 구성되는
Cooperative Extension System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학문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에 공식적으로 시
작되었으며, 방과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
자 및 자원봉사자교육,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아리(club)활동,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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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변화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관련 지원(예, 요구분석, 프로그램 기준, 기금제안서
작성법),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정보 등이 있다. 특히 4-H의 방과후 활동은
CYFER NET이라는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4-H방과후 활동은 공립학교는 물론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활
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6) 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BEST)
BEST는 1988년 L.A시장이 중심이 되어 L.A 지역의 교육청, L.A시청, 캘리포
니아주 교육부, 민간회사 등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L.A시 지역의 62개 학교에서
1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BEST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과외지도, 특기적성개발과 여가활동, 자기통제, 자신
감, 대인관계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과후에 오후 6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며, 지역내 갱이나 범죄, 마약 등의 위험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활동의 세부내용은, 숙제지도 및 학습활동, 클럽활동,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
성 개발활동들로서, 상당수의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및 시 전체에서의 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7) Baker Middle School의 방과후 교육활동
베이커중학교는 워싱턴주에 있는 공립학교로 방과후 교육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인사(명예교사나 위촉강사 등)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숙제지도, 컴퓨터, 미술과 공작, 역기, 여자상담, 수화, 힙합댄스, 태권도, 외국어,
체스 등을 개설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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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활동은 오후 2시20분부터 4시까지 실시하며 방과후 활동을 위한 스쿨버
스를 별도로 운행한다.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구청에서 지원한다. 방
과후 활동은 학습보다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 계발을 위한 것이 중심이다.
방과후 활동은 상급학교 진학시에 활용되게 되는데, 상급학교 진학시 자신의 취
향, 희망, 향후 인생설계 등을 적어내는데, 방과후 활동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
다.

다. 방과후 활동의 시사점
미국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미국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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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4)
가. 개요
일본은 학생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배양하기 위한 자기교육력 확대를 위해 특
별활동, 방과후 활동 및 ‘종합적인 학습시간’ 즉, 종합학습 등을 통해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1992년 새로이 발표된 중학교학습지도요령을 보면, 특별활동의 목
표는 ‘원하는 집단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발달과 개성의 신장을
꾀하고, 집단의 일원으로서 보다 좋은 생활을 쌓고자 하는 자주적, 실천적인 태도
를 기르면서, 인간으로서 사는 방법에 대해 자각하고 자기를 살리는 능력을 기르
는’ 데 두고 있다.
일본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활동은 클럽활동과 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클럽
활동은 지도교사가 주관하면서 정규 시간에 주당 1시간 배당된 특활시간을 활용
하여 진행되나 그 시간이 연장되어 방과후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의 방
과후 활동에 해당하는 부(部)활동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음악, 축구, 야구 등의
과외 활동을 말한다. 부활동은 공식적으로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고 있
다. 도립(공립) 고교의 경우는 40～5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 고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나 대체로 도립 고교보다는 소극적인 편이다. 일본
고등학교는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추천입학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때 방과후 부
활동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
다. 공립 중학교의 경우는 문부성의 방침에 따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부활동 즉
교과외 활동만을 하고 있다(강무섭 외, 1997: 61).
4) 강무섭 외(1997), 이광호 외(1999), 김수동 외(2000) 등의 연구를 재인용하고 보완하여 작
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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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활동
일본의 클럽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갖고 있는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청년이 되기 전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많은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교과 학습에서는 얻지 못하는 자기 흥미
와 관심을 추구하는 활동을 전교생이 체험함으로써 개성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풍부한 취미와 특기 등을 키우는 데에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학년, 학급의 소속을 벗어난 다른 연령의 집단에 의한 전교생
의 활동이다. 클럽 집단은 공통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집단을 기본으
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년, 학급의 소속을 벗어난 조직으로 모든 학생 각자
가 희망하는 문화 활동, 체육 활동, 생산적인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 클럽에 가입하고 상급생과 하급생이 함께 협력해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
는 특색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클럽 활동의 특질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써 고유
의 교육적인 가치와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셋째, 교사의 적절한 지도하에 학생의 자발적, 자치적인 활동이 행해지는 활동
이다. 학습활동은 교사의 주도하에 전개되는 일이 많으나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또 생애학습의 기초가 되는 바람직한 체험을 얻는다는 측면에
서도 학생에 의한 자발적 자치적인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클럽 활동은 공통의 흥
미와 관심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발적, 자치적인 활동이다.
넷째, 학교생활을 보다 충실하고 풍부하게 하는 활동이다. 학생이 학교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클럽활동은 교과
의 학습에서는 얻지 못하는 만족감과 성공을 느끼고 따뜻한 인간적인 접촉을 체
험하는 일에 의해 학교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풍부하게 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개성을 신장시키고 자주성을 길러 사회성의 발달을 꾀하는 활동이다.
개성의 신장은 흥미와 관심의 확대, 자기의 특성의 발견과 신장, 여가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 자주성의 육성은 자기가 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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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 끈기를 각자가 갖게 하는 것에 깊은 관
계가 있다. 또 사회성의 발달은 타인을 생각하게 하고 봉사 정신, 협력하는 태도,
질서, 규칙의 존중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클럽 활동은 이와 같은 개성의 신장,
자주성과 사회성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부활동을 클럽활동으로 대체하는 일은 학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 경우
특별활동에 개설된 클럽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학교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교사의 적절한 지도하에 행
하여지는 부활동이어야 할 것, 둘째, 클럽활동과 같이, 또는 클럽활동에 준한 목표
와 활동 내용을 갖고 있는 부 활동이어야 할 것, 셋째, 미리 학교에서 정한 활동
의 시간 내에 행해지는 부 활동이어야 할 것, 넷째, 원칙적으로 학년, 학급의 소속
을 벗어나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에 의해 조직된 부 활동이어야
할 것, 다섯째, 학교의 특별활동 전체 계획에 나타나 있는 목표와 방침, 중요성 등
의 달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 활동이어야 할 것, 여섯째, 자발적, 자치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배려가 들어 있는 부 활동이어야 할 것, 일곱째, 학생의 건강과 안
전 면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행해지는 부 활동이어야 할 것, 여덟째, 지도과정과
성장, 학생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부활동이어야 할
것 등이다.
그밖에 클럽활동과 부활동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도
록 하고 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기를 키우도록 힘써, 상호간에 협력
하고 우정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것과 함께 이 활동의 성과가 장래의 생활 속에
반영되도록 한다. 둘째, 교사의 적절한 지도 아래 학생의 자발적, 자치적인 활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셋째, 각 반에 둔 활동은 학생의 손으로 작성한 활동 계획에 기
인해서 행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준다. 넷째, 클럽의 종류별 수는 교육적인 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학생의 희망, 학교의 전통, 시설, 설비의 실태, 지도에
해당하는 교사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정한다. 다섯째, 클럽활동은 각 교과의 보습과
일부의 뛰어난 학생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소속한 클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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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학생의 활동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
한다. 일곱째, 사고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 평소부터 유의하는 것과 함께, 만
일 사고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사고 후의 처리와 지도를 하
도록 한다. 여덟째, 학교 외의 지도자를 의뢰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도록 적절히 배려한다.
(2) 부(部)활동
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은 우리의 방과후 활동과 같이 음악, 축구,
야구 등의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과외활동이다. 부활동은 공식적으로 오후 6시까
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강무섭 외, 1997: 61).
일본의 부활동의 역사를 보면 1951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의해 특별활동 중
에 클럽활동이 등장하고, 1958년에는 중학교학습지도요령에 의해 홈룸(H-R) 이
학급활동으로 대체되면서 학생회활동과 클럽활동의 3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
히 1962년에는 클럽활동이 필수 클럽으로 과외클럽(부활동)으로 구분되었으며,
1977년에는 다시 필수 클럽이 교과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외클럽과 부활동
은 유지되었다. 그 후 또다시 교과클럽이 클럽활동, 과외클럽 및 부 활동으로 구
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클럽활동과 부활동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학교실정에 따라
부활동에 참가하여 클럽활동을 이수한 것과 같은 성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활동에 참가 실적을 클럽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클럽활동의 종류는 대개 체육클럽과 문화클럽 및 봉사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육클럽은 주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검
도, 유도, 궁도, 소프트 테니스, 수영, 소프트볼, 육상, 신체조 등이 이루어지며, 문
화클럽으로는 수학, 과학, 미술, 가정, 음악, 무용, 다도, 수예, 서도, 요리, 꽃꽂이,
컴퓨터, 영어회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학교의 현실과 유사하다.
- 38 -

간략히 보면, 공립중학교의 경우 문부성의 방침에 따라 클럽활동과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서 부 활동 즉, 교과외 활동만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 내신성적
을 반영하는 추전입학제에서 부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부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립(공립)고등학교에서는 40 -50%
의 학생이 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100% 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공립학교에 비
해 소극적인 편이다(강무섭 외, 1997:61).
일본 방과후 부활동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일본 방과후 부활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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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1) 특별 비상근 강사활용 사업 : 茨城縣 北茨城市 교육위원회
‘특별 비상근 강사활용 사업’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일반 사회인들이 특별
비상근 강사로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北茨城市에서는 우선 중학교에 특별 비상근 강사를 도입하도록 하
여,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연간 10회씩 특별 비상근 강사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구내에 거주하는 지역인사를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특별
비상근 강사로 위촉하고 구체적인 수업내용, 대상자,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각 학
교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재 도예업, 수화봉사원, 식품판매업, 화분생산
판매업, 해외생활경험자, 목수, 약제사 등의 직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도예,
수화, 소바 요리 및 일용품 제작, 영어회화, 보건․체육의 건강, 클럽활동의 원예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家․學․社 연계 지역활동 추진사업 : 高知縣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 휴일이 된 토요일을 청소년들이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가 학교와 충분히 연계하여 그 교육기능
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高知縣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여성의 취업률
이 높고, 그리고 주2일제 휴일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주5일제
수업실시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제라는 불안이 있었다. 이
런 배경하에 高知縣에서는 학교 수업이 주5일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學校區)을
중심으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을 활성
화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지역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시에 즈음하여 가정교육․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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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회교육을 연계하는 자 각 2명 이상으로 ‘기획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기획위원회에서는 학교 주5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실정의 조사 파악, 지역실정
에 맞는 청소년 학생의 학교외 활동의 기획 실시 평가, 학교외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제공, 비행방지를 위한 연수, 연수에 기초한 실천활동, 지역의 지도자,
볼런티어의 발굴, 리스트 작성, 보호자 등에 관한 계발, 홍보 등의 사항을 협의․
실시하고 평가한다. 셋째,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①지역의 공민관, 도서관, 박물
관, 청소년교육시설 등을 거점으로 하여 야외활동, 전승,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행
사 등 향토의 교재의 활용, ②각종의 청소년단체, 부인, 고령자 등의 그룹이나 단
체, 볼런티어 뜻을 가진 사람들을 참가, 협력 요청, ③도피형 청소년, 비행 등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충분히 배려에 유의한다.
이 사업의 실시단체 구성을 통해 학교 주5일제의 취지를 매우 상세하게 주민들
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은
지역의 성인 전체가 육성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실시에도 불
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쉬는 토요일에는 실내에서 TV나 컴퓨터와 보낸
다고 대답한 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연령집단과 혹은 자연에서 갈고 닦
을 기회가 부족한 현대 청소년에게 특히 매력적인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발굴, 양성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이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 소년소녀 서클 활동 촉진사업(모
범적인 서클 활동의 개발, 지도자의 양성), 기타 관련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3) 지역사회 학교(community school) 사업 : 天葉縣 市川市 교육위원회
지역사회학교는 학교를 개방하고, 가정, 지역, 학교가 일체가 되어 어린이를 육
성한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다음 3가지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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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 지역, 학교가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 이해를 구하고, 교류활
동을 전개한다(교류 활동). 이것은 학교를 가정과 지역에 개방하여, 가정․지역과
더불어 교류의 장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만남의 활동
은, 어린이를 위하여 다양한 놀이 코너와 체험 코너를 두고, 지역 사람들과 어린
이들이 교류를 가지기도 하며, 지역인들과, 또 어린이들 무리가 교류함으로써, 지
역 전체의 연대감을 키우고, 학교를 개방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사람이 빈번하게 학교를 드나들게 함으로써, 학교의 존재 그 자체를 진실로 이해
받고, 학교와 지역 사이의 울타리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인재와 자연적, 인공적 환경 등을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교육 육성 활용). 이것은 지역의 주민을 지도자로서 초청하거나, 지역의 자연
환경과 사회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체험학습을 하고, 매력 있는 학습과 행사를
형성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교육력의 활용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본 시에서는, 특별활동 등의 학습에 협력해 줄 지역인을 일람하여, 인재 정보 네
트워크 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3학년의 지역학습에는, 본 시의 전
통 행사인 츠지기리(辻切り) 만들기, 또 특산물인 배 의 작농법 등을 들려주며,
특별활동에 있어서 연중 영어와 수화 클럽의 지도 등 인재정보를 활용하면서, 아
이들에게 풍요로운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교가 가진 인적, 물적 교육력을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학교 교육력의
지역사회 공헌(貢獻)). 이것은 학교가 가진 교육력(인적, 물적)을 지역에 환원하면
서, 학교의 교육자세를 이해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는 체육관, 교정,
특별교실, 이과 비품 등 많은 교육시설과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들을 잠재워
두지 않고 지역에 제공해줌으로써, 학교가 활성화되고, 지역 학교로서의 존재감을
높여간다. 지역사람들로부터 인적 협력을 받는 대신에, 학교는 시설과 교사 그 자
체가 지닌 교육력을 지역에 환원한다. 이로써 지역과 학교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열린 학교 의 실현을 도모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시책을 가지고 지역사회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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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3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
여 하나의 행사가 성립된다. 페스티발에 있어서 체험코너를 예로 들자면, 장소는
교정이라고 하는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죽세공(竹細工)과 맹도견(盲導犬) 코
너가 있으면, 그것은 지역 교육력의 활용이 된다. 그리고, 결과로서 어린이 집단과
지역 구성원과의 교류의 장이 새로이 탄생되고 있는 것처럼, 3가지의 시책이 항상
연계하여 행사는 전개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시 단위의 지역
사회학교 추진회의와 각 단위 지역사회학교 위원회가 있고, 추진회의는 년 3회,
각 지역사회학교 위원회는 수시 회의를 하며, 양자는 연대를 취하면서 원활한 운
영을 하고 있다.

다. 방과후 활동의 시사점
일본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일본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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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5)
가. 개요
영국의 방과후 활동(extra-curricula provision)은 정규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Curriculum Enrichment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
로 전통적인 개념의 특별활동으로 스포츠, 드라마, 체스, 사진 및 기타 클럽과 단
체활동이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특기․적성개발활동에 해당된다.
둘째, Curriculum Extension는 교육과정 연장으로서의 정규수업 전후나 수업 중간의
비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으로 과제클럽, 보충수업, 방과후 개인지도 등이
해당되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사의 권유로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보충․심화학습에 해당된다.
5) 이광호 외(1999)와 김수동 외(2000)의 주요 내용을 재인용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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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Homework는 숙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부과된 과
제를 집에서 하거나 학교의 보충수업시간에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높은 관심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장들의 경우에는 curriculum enrichment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curriculum extension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curriculum extension의 내용들은 정규수업시간에서 충분히 소화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교과학습이나 시험을 실시한 후 틀린 내용을 교정해 주는
것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으로 가능한 활동에 대해 학생들은 우선 매일 혹은 주
단위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스포츠 활동, 클럽과 친교모임, 음악 서클, 지역사
회활동 등을 꼽았고, 학기나 일년 단위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연극과 뮤지컬,
현장학습여행, 국제교류 등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Curriculum Enrichment의 장점으로 자신감, 친구 사귀기, 학습기회, 즐
거움, 교사-학생관계 개선, 성적 향상, 학업성취도향상, 대학진학, 취업전망, 타인의 존
경 등을 지적하였고, 반면, Curriculum Extension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보다 많
은 학습기회, 자신감, 대학진학, 교사-학생관계 개선, 취업전망, 친구 사귀기, 즐거
움, 타인의 존경 등의 순서로 활동 참여의 이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활동의 효과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별활동
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교장들 중 단지 3명만이 특별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대부
분의 스태프들이 특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직접 클럽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드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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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영국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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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1)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Duke of Edinburgh Scheme)
(가)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의 개요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Duke of Edinburgh Scheme)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현
재 50여 국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체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경우에 포상하는 운영체제이다.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은 봉사활동(service), 탐험활동
(expedition), 취미활동(skills), 사회체육활동(physical recreation), 합숙프로젝트
(residential project) 등의 영역별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포상은 3단계(동상, 은상, 금상)로 나누어져 있고, 14
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데, 동상은 14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은상은 15세, 금상은 16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기록은 최초 참여시
‘활동기록부(Record Book)’를 발급받으며, 지도자와 평가자가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개인부담이 원칙이다. 분할납부나 지역후원자 소개 등이
가능하며, 종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활동도 마련되고 있다. 2003년/2004년 사이에
137,965권의 활동기록부가 배포되었는데 이중 89,323부가 동상, 30,580부는 은상,
17,972부가 금상 활동기록부였다. 2003년/2004년 포상을 받은 인원은 36,378명으로
동상 12,303명, 은상 5,167명, 금상 5,167명이었다.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참여하는 조직으로 10,701개의
Award Group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지도자를 위한 연수과정이 1,925개
과정이 열렸으며 12,67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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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의 운영

① 포상 프로그램 운영의 조직과 역할
a. 광역기구담당관(Territorial / Regional Officers) : 포상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관
리자로서 광역기구담당관은 포상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며 승인 하에 책임을 완수
하는 운영 당국을 지원하고 질적으로 관리한다.
b. 포상 담당관(Award Officers) : 포상담당관은 조직 내에서 포상 프로그램의
모든 면을 책임지도록 운영 당국에서 지정한 사람이다.
c. 활동분야담당관 혹은 조정관(Development/Field Officers or Coordinators) :
운영 당국에서는 종종 특정 지역 내에서 단위 기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
조정, 지원하기 위해 책임을 가진 자발적인 대표자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d. 포상단위기구 지도자(Award Unit Leaders) : 포상 프로그램 지도자는 청소년 그
룹에 대해 책임을 지며, 모든 활동 영역과 각 포상 단계별로 청소년의 참여를 촉
진한다.
e. 성인 보조자(Adult Helpers) : 성인 보조자는 특정 활동 프로그램의 행정, 조
직 및 운영에서 성인 지도자를 지원한다.
f. 강사(Instructors) : 운영 당국에서 승인하는 강사는 청소년들이 포상 지침서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특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
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 감독자(Supervisors) : 봉사 활동 영역에서 감독자는 필요한 사전 교육, 조직
상담, 활동일지의 기록에 대한 조언, 금상의 경우 연구 주제 등에 관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탐험 활동 영역에서는 활동 참가 기간동안 청소년의 안전
과 복지를 위해서 운영 당국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h. 평가자(Assessors) : 일정 자격을 구비한 평가자는 청소년들이 포상 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필요 사항과 자격 요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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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 운영 당국은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프로그램 제공 단
위 기구들에게 포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다양한 운영 당국과 프로그램
제공 단위 기구 형태는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공 단위 기구들은 학교나 청소년 센터, 사무실과 같은 기
존의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포상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 포상 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학생, 근로
청소년이나 기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표 Ⅲ-6> 에딘버러 포상제도 프로그램 제공 단위기구

③ 활동기록부
활동기록부를 포함한 출발 팩은 포상 프로그램에 입회할 때 운영 당국에서 발
급하며, 참가자 개인이 보관하게 된다.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강사와 평가자는 모
든 필요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운영 당국에서는 필요 사항과 자격 요건에 도
달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지도자는 참가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발급 날짜(입회 날짜와 동일함), 운
영 당국의 명칭, 활동을 시작한 날짜와 완수한 날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맞게
기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활동기록부와 입회팩에는 참가자가 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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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포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참가자가 활동 기록부상 운영 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만큼 모든 활
동을 충분히 성취하면 포상을 수여 받을 자격을 얻게 되어 활동기록부는 운영 당
국의 담당관에게 보내진다.
④ 청소년의 개인 비용
포상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할 때, 입회 팩과 활동기록부를 구입하는 비용에 해
당하는 입회비가 있는데 동상과 은상 단계에서는 하나의 팩이 있으며, 금상에서는
각각의 팩이 따로 있다. 포상 프로그램은 모든 면에서의 도전을 의미하고 있어 재
정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입회비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청소년의 경우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힘들다면, 운영 당국에서는 분할 불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후원자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부담하는 가장 많은 비용은 입회비가 아니라 활동에 참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지니고 있고 종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활동도 마련된다.
그리고 개인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는 지역적 기금이나 전국적 기금도 있고 운영
당국이나 포상 위원회에서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면 참가 비용 특히 탐험 활동 영
역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⑤ 조직 비용
조직 비용은 주로 운영과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데 드는데, 기본 행정 비용과
강사나 평가자가 탐사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성인 보조자들의 자원 봉사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위해 운영 당국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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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기금, 지역 당국, 혹은 다른 기구들은 후원이나 장비 대여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원 모금이 포상 단위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일 수도 있다.
(2) 학교에서의 운영 사례
(가) Prime Rose Hil School의 방과후 활동

Prime Rose Hill School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언어, 스포츠, 크래프트 클
럽 등의 영역으로 제공되며,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
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언어클럽은 아라비아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뱅갈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말
하기, 읽기, 쓰기 등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된다. 스포츠와 크래프트 클럽은 주간 단위로 운영되며, 방과후활동
팀 대회에 참여하는 팀으로 운영된다.
이외에 지역정부에서 학교 안에서 오후 3시30분에서 6시까지 매일 놀이터를 운
영하고 있다.
(나) Heston Community School의 방과후 활동

Heston Community School의 프로그램 내용은 드라마, 음악공연, 농구, 축구,
배구, 하키, 크리켓, 지리, 역사, 생물학, 언어, 리더십, 모험활동, 현장실습, 자선사
업기금모금, 환경보호, 학교연합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51 -

다. 방과후 활동의 시사점
영국 방과후 활동의 시사점은 <Ⅲ-7>과 같다.
<표 Ⅲ-7> 영국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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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6)
가. 개요
프랑스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편이다.
프랑스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
에 대학입시를 위한 방과후 학원과외나 개인과외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사
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학력격차 및 문화적 격차를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보충지도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노력과 각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간에 계약을 통해 방과후나 수업이
없는 수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종 문화․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예술교실을 운영하는 등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프랑스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특성

6) 강무섭 외(1997), 이광호 외(1999), 김수동 외(2000)의 연구내용을 재인용하고 보완하여 작
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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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가) 음악원 또는 무용원(Conservatoire)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으로 대표적인 것은 음악원 또는 무용원(Conservatoire)에
서의 음악 및 무용교육을 들 수 있다. 문화부 후원 하에 있는 400여개의 국·공립
음악원-무용원은 실기시험(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문화부 교육방향 지침에 의거하여 나이와 실력에 따라 3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주당 1.5 ～ 4시간씩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개인별 실기교육과 전문적인 이
론교육 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소득수준
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나, 전체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문 음악가나 무용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는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오전이나 오후에는 정규수업을 받고 방과후에는 개인연습과
음악원·무용원에서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나) 청소년 체육인(꿈나무) 육성

일부 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체육인(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 특기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일반적으로 하루에 4～5시간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6시간의 훈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부분 기숙학교인 이들 학교에의 입학은 학군과는 상관없이 종목, 실력수준, 소속
연맹, 학업성적,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연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개
인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다. 꿈나무 육성 교육기관은 청소년체육부 산하
국립 체육원(INSEP)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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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과후 활동의 시사점
프랑스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은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프랑스 방과후 활동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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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에 주는 시사점 분석
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영역의 확장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의 영역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활동 중심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방과후 교육
활동 프로그램은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모 청소년의 보육, 청소년문제의 예방, 긍정적인 청소년개발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요구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
에 대한 보육(child care)의 요구가 많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및 보충학습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소
외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프로그램의 영역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활동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
그램의 영역이나 세부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충심화학습이나 특기적성개발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보호,
청소년개발 등을 포함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방과후 청소년들의 자
생적인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되어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
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방과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놀
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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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참여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가정․지역사회 및 국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의식
을 갖을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에는 학교
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시설공간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교육활동이
기 보다는 국가가 주도하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
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데, 지역사회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협력(partnership)하여 공동으
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다음의 몇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자원이 학교 안에서 활동 가능
한 개방체제가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에 따른 학교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부담을 지역사회와 분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 없이 원만하게 방과후 교
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이 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자원화 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학
교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
극 공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1st Community Learning Center 사업을 통하여 학교자원을 지역
사회학습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자원을 지역사회학습센터화 하는 정책방향을 갖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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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과후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다
른 부처에서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18개 부처
에 달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가 방과후 학교 운영과 연계될 수
있을때,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농무성과 주 정부가 참여하는 4-H
After-school program, 범죄 및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법무부의 청소년문제 예방
기금,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의 다양한 재원이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
동 프로그램에 투자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부의 후원하에 있는 400여개의 음악원 또는 무용원
(Conservatoire)가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
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부
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의 책무로 인식되는 변화가 필요하
다.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행
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사회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LA지역의 BEST
나 뉴욕지역의 TASC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령 제정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 59 -

나라의 경우에도 「방과후교육활동지원법(가칭)」등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방
과후 학교에 대한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
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방과후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는 21st
CCLC, 미시간주의 MASI, 캘리포니아주의 After School Education and Safety
Program Act of 2002 등과 같이 적극적인 법령제정을 통하여 방과후 활동의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라.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의 다양화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외국의 경우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금
및 기부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기부금이나 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국가단위 및 지역단위로 방과후 학교 운영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가와 개별 단위에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
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보조하는 예산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학교 단위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민간기업이나 재단 등의 기
부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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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소년관련 부처의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관련 18개 정부 부처의 사업예산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보호정책, 아동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범죄예방정
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가 연계될 수 있는 체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청소년분야
의 시설과 사회복지분야의 기반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프
라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투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교육활동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의미 있게 활용되는 체제 마련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과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에 방과후 활동 참여기록
이 자신의 취향이나 미래설계를 적어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영국 등 50여개국에서는 에딘버러포상제도를 도입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참여기록(record book)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상하고 명예를 갖도
록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체제 필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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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가 전국
적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에는 개별 학교 단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체제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
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에
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1st Community Learning Center, National After-school Institute 등과 같은 기
관을 운영하고 있다.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BOCES)의 경우
는 개별학교단위에서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교육구 단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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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분석
1. 학교시설 활용 프로그램
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이외에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본교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로 광주양상초등
학교의 농작물재배, 함박초등학교의 독서캠프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천 대방초등학교와 조마초등학교는 두 학교가 연계하여 계발활동이나 방
과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학교자체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에 인근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주의 남성초등학교의 어린이 농구교실이
나 충남 신풍종합고등학교의 테크노캠프 등이 있다.
셋째, 해리중학교의 방과중․방과후 독서교실이나 회정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시설 개방은 학교시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의 방과후나 방학중에 학생
들의 학습이나 취미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표 Ⅳ-1>은 학교시설이 교과교육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에 활용
될 수 있으며, 특히 인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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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학생들을 위해 운영된 특성화된 프로그램 사례

(2)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한 사례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단양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연주하거나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
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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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부모나 주민들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학
부모 교실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암초등학교의 평생교육 프로
그램, 장항중앙초등학교의 한지공예 프로그램, 광주우산초등학교의 발명공작교실,
대구고등학교의 학부모교실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표 Ⅳ-2>에 제시
하였다.
<표 Ⅳ-2>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

나. 외부기관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보고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이나 대학, 노인회 등 매
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외부 기관이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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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시설을 외부기관이 활용하는 사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함
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상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외부기관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한 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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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운영하는 사례
외부 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운영하는 사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외부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개발
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농업협
동조합,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통계
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부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
다. <표 Ⅳ-4>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표 Ⅳ-4> 외부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운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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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시설 활용 프로그램
가. 지역사회 시설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1) 교육청 관련시설 활용 프로그램
교육청과 관련 있는 학생회관, 교육과학연구원 등의 시설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회관이나 교
육과학연구원 등에서 기획하고,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생회관이나 교육과학연구원 등
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동과학교실’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기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학교나 주관기관의 시설
이 아닌 다른 장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프로그램이나 견학프로그램
등이 있는 정도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학습관련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관
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특별한 시설공간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
는 체육프로그램이나 컴퓨터관련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 <표 Ⅳ-5>는 학생
회관 등 교육청 관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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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교육청 관련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2)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시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활동(C.A활
동)이나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직접 기획하여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또는 학급단위, 특별활동반 단위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와의 직접적인 계약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학교단
위에서 참여가 결정되고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된다는 의의
가 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갖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들 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다양한 형
태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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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독자적인 목
적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절의 공공기관 프로그
램에서 별도로 소개하기로 한다.
청소년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주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
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
여 설립근거를 갖고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 업무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학교의 특별활동 및 체험학습을 청소년수련시
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특별활동반
단위 등으로 수련시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부분
적으로 수련시설에서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으
나 매우 제한적이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의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된 연간계획
에 따라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는데, 대부분 특별활동반별로 연간
10-15회 정도(월 2회 정도, 1회당 2-3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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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비용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1회 참
여하는데 학생 1인당 2,000-5,000원, 또는 C.A반당 50,000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
고 있다.
학교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연계사업 담당직원을 별도
로 두고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담당강사는 수련시설의
직원이거나 외부 강사들로 구성된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절차는 대부분 유
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의 운영절차는 다음
의 [그림 Ⅳ-1]과 같다.
↓
↓
↓
↓
↓
↓
↓
<그림 Ⅳ-1>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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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내용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크게 특별활동과 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
며, 이 외에도 간부수련활동이나 축제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청소년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주로 학교 특별활동 연간계획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
여 일정과 활동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체험학습은 학교단위 또는 학급단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기타 프로그램으로 간부학생을 위한 1박 2일 정도의 수련회 프
로그램, 학교축제에 대한 지원, 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수능이후의 고3청소년 또
는 중3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청소년시설이 주관해서 학교로 방문하여 운영하는 프로그
램은 학교시설의 제약 때문에 그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지 못하고, 이러한 운영방
식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사진, 만화, 비즈아트, 풍선
아트, 영화감상, 하모니카, 기타, 바둑, 네일아트, 리본공예 등과 같이 특별한 시설
장비가 필요 없는 활동으로 한정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비
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
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표 Ⅳ-6>과 같다. 프로그램의 내
용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미디어프로그램, 취미프로
그램, 현장체험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
램의 대부분은 학교연계가 아닌 청소년시설 자체적인 모집형 프로그램으로도 운
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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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청소년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라)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례

① 특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사례는 <표 Ⅳ-7>과 같
다.
<표 Ⅳ-7> 청소년시설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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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

② 체험학습 프로그램
청소년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사례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청소년시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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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학교연계 프로그램
청소년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타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의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청소년시설의 기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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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례
(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7)

① 학교CA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학교수업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서 다양한 체험과 취미활동, 그리고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제작반
(20명), 상담반(10명), 영상반(15명), 영화감상반(80명), 기타반(20명), 포켓볼반(15
7)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www.swyouth.or.kr) 및 홍보팜플렛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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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탁구반(20명)이 있다.
② 학교축제 지원사업
중고등학교의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학교별로 학교
축제를 진행할 학생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축제 진행시에는 음향장
비와 조명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축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③ 학생간부 수련회
학교의 학생 간부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급, 학년,
학교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학생간부수련회 프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78 -

(나) 안양청소년수련관

8)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으로서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는 환경아카데미, CA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① 환경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분야별 환경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사회성 향상과 지
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실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
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아
카데미의 연간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안양청소년수련관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ayc.or.kr) 검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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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은 3월 ∼ 12월, 대상은 중·고교 환경CA반(전일제), 환경동아리를 대상
으로 한다. 참가신청은 학기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과 교통비는 자부담이
고,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안양지역, 수도권지역에서 하게 된다. 방학 중에는 방
학캠프와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환경 분야별 이론교육
및 체험활동과 자료집 발간/환경신문 제작 등으로 진행된다.
② CA활동
CA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교과 수업 외 특별활동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미활동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
그램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체육, 정보, 방송영상, 문화, 국제교류, 상담 등 영역별
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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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활동 운영목표는 개인의 소질개발 및 신장, 창의적 표현과 적응능력 배양,
심신 건강, 풍부한 정서생활,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활습관, 사회성과 협
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CA활동은 3월과 12월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되며, 중․고등학교 청
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실시된다. 강좌진행은 수련관 시설에서 전문
강사나 학교 강사파견으로 진행되며,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희망학교에서 주로 진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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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기적성교육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충족시키며 특기, 소질, 적성 및 창의력을 계발
신장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지역사회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요 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특기적성교육은 소질·적성계발 및 특기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지역
사회의 시설·인적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분기별, 학기별로 구분하여 모집, 우
수 전문강사의 지도 및 학교 파견을 운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간은 4월에서 12월에 실시되며, 대상은 초․중․고생, 방과후 오후 4시부터 9
시까지 운영된다. 활동장소는 주로 청소년수련관과 희망학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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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9)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는 서울 서초구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학교
의 CA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CA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적 역할 수행, 학교와의 연계 활동 강
화, 소규모 학습으로 취미 욕구 충족, 전문 강사의 프로그램 실시로 예술문화적
소질과 재능 개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실시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향후 동아
리활동으로 연계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방배유스센터의 인터넷홈페이지(www.bb1318.or.kr) 검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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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
(1)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가)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게 되며, 대부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 프로그램으
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운
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로 받고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필요한 상당부분의
비용을 청소년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어 민간 영리단체의 유료 프로그램과는 성격
에서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학습관련 프로그램과 일반 취미생
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은 <표 Ⅳ-10>
과 같다.
<표 Ⅳ-10>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용 강좌 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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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중요한 사업의 영역
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는 동아리 중 대체로 절반 정도는 청소년시설을 기반으
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동아리가 청소년시설을 이
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동아리활동 지원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에는 대부분 동아리활
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자(1명 정도)가 있어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시설장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동아리에 대한 지도자는 자원봉사자 등이 지
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에서는 동아리에 대한 시설 및 장비지원, 소
규모의 예산지원, 행사에 대한 행정지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동아리중 상당부분이 청소년시설의 공간과 연습장, 공연장 등을 활용
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시설의 동아리는 락밴드, 보컬, 코스프레, 힙합/랩 등과 같은 대중문화 영
역의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고, 사물, 전통, 문예, 방송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동아리
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참가자의 개별지원에 의한 참가신청 접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립 또는 공립으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은 매우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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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빈도나 참여인원은 등 프로그램의
양적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전문적
인 시설공간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11>은 공공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Ⅳ-11> 공공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례

(3) 공공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가) 국립민속박물관10)

① 우리 문화 한아름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은 초 · 중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및 '체험학습의
날' 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체험학
10) 국립민속박물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fm.go.kr) 검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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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
하여 봉산탈춤 · 민요 · 택견 등 전통문화 배우기와, 생활도자기 · 봉산탈 · 거북
선 등 종이모형조립, 솟대 깍기 등 민속공예품 만들기, 그리고 전시실 관람으로
구성된다. 희망 학교는 배우기 및 만들기를 참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선택 신
청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 배우기는 무료이다. 민속공예품 만들기는 실비의 재료비
를 지참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교육은 초등학교 사회교과 7차 교육과정을 기본
- 88 -

으로 교과서 분석에 의하여 주제별로 진행하는 민속문화 심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 내용 중 의생활 부분에 대한 이론·시청각·전시실 교
육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전시물(소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당시의 사회상
이나 생활문화를 알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박물관 교육 참여와 학생들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학생 활동지>와 교사를 위한
<선생님을 위한 길잡이>교육 안내서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청소년 풍물학교
청소년들에게 전통풍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풍물학교를 운영한다. 청소년 풍물학교는 월 1회 4시간, 총 3회 12시간에
걸쳐 풍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청소년 풍물학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사)한국민속박물관회에서 공동으로 운영
하며, 풍물에 대한 이론교육과 풍물, 가야금, 대금 등의 국악공연을 해설과 함께
듣는 것은 물론 북, 장고 등의 악기를 직접 쳐보고 다 같이 연주해보는 신나는 체
험활동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한껏 맛볼 수 있는 좋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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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청소년 열린 민속교실
중·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 및 CA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속 문화 탐
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열린 민속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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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립서울과학관11)

① 도예체험교실(1일체험)

② 외부 교육프로그램

11) 국립서울과학관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sm.go.kr/seoul) 검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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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12)

① 청소년 교육

http://www.mokdongswc.org) 검색내용을 중심을 작성하였음.

12)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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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교육프로그램

(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13)

① 아동교육프로그램

http://www.happysangdo.or.kr) 검색내용을 중심을 작성하였음.

13)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이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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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 영리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
(1) 민간 영리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요
민간 영리단체의 경우는 영리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사설학원,
체험학습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센터의 경우 언론사나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에서 유아나 청소년대상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체험학습기업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수
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중심
의 사설학원과 예체능 중심의 사설학원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표 Ⅳ-12> 민간 영리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

- 95 -

(2) 민간 영리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례
(가) 중앙일보 에듀라인 현장학습 프로그램

14)

중앙일보 에듀라인은 경기도의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해 힘쓰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박사님과 함께 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직교수·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경기도 각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의 주제로
초·중·고생 및 학부모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요일 당일로
아름다운 경기도의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부모님과 함께 돌아
보면서 알찬 휴일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랜 기간동안 현장학습을 지도해온 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한 박사급 분야별 전
문가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주며, 단순한 나열식의
설명보다는 관찰과 탐구를 통한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강의는 목적지로 가는 차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비디오나 사진 자료, 교재
를 이용하여 오늘 돌아볼 곳과 눈여겨봐야 할 점, 학습 포인트 등을 자세하게 소
개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학습이 끝나고 돌아오는 동안에는 소감
발표, 퀴즈나 체험일기를 통해 당일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게 되며, 또 집에 돌아
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도 할 수 있고 참가 자료 사진을
다운받아 학교에 현장체험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다.
직접 숲을 걸으면서 나무와 풀을 만져보거나, 갯벌과 호수에 발을 담그면서 수
서생물을 관찰하고, 유적지에 가서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등, 동기부여식의 현장체험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요즘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
장체험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진행
하여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현장학습
14) 중앙일보 에듀라인 인터넷홈페이지(http://eduline.joins.com)의 검색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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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 타조알 공룡알(시화호)
․ 조선의 인물을 찾아서(회암사지)
․ 정조의 효심과 수원화성
․ 곤충아 놀자(예봉산)
․ 통일을 꿈꾸며(파주 임진각)
․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강화)
․ 도마뱀과 친구되기
․ 숲과 계곡(유명산)
․ 세종대왕의 흔적을 찾아서(여주,이천) ․ 체험! 발굴현장
․ 임진강변 독수리(파주 임진각)
(나) 즐거운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15)

즐거운 학교에서는 교과체험학습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
의 학교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의 표와 같다.

① 중․고등학생 테마소풍
수원 화성 허브비누만들기, 갯벌과 염전체험, 정조시대의 문화와 과학, 분단의
현장을 찾아서, 백제문화를 찾아서 등이 있다.
② 청소년 단체를 위한 체험활동
15) 즐거운학교 인터넷홈페이지 (www.njoyschool.net) 검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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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따라 만나는 실학과 영상, 그리고 물, 수원화성과 허브비누만들기, 감자
구워먹고 벼 타작하고, 들꽃기행과 수서생물관찰, 천연염색과 갯벌체험 등이 있다.
③ 특별한 CA 프로그램
특별한 CA 프로그램에는 홍릉수목원, 낙산, 서울역사박물관, 인사동 문화체험
등이 있다.
④ 체험학습의 예 : ‘주제가 있는 박물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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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사례가 방과후 학교에 주는 시사점 분석
가.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간 격차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많
은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시설의 시설자원과 프로그램 및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청소년
을 위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에서 방과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양적
으로 매우 부족하고 지역간의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
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시설인 청소년
시설을 살펴보면,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11,000여개에 달하는 반면에 약 65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300여개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
다.
그 이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 기관의 전체적인
기능에 비추어볼 때에 부수적인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들은 지역적으로 대도시지역에 편
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지역간의 격
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이 설치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
기는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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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위한 다양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프로그램을 확보
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지역사회시설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시설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문화적인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서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외부 전문자원
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등에서 외부 전문자
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사회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 필요
지역사회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계협력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사회 시설은 청소년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사회 시설은 이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합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청
소년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의 청소년시설은 약 650여
개 정도로 학교의 수에 비하여 매우 적지만, 이들 청소년시설 중에는 직접적인 학
교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등 학교교육과의 연
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은 학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갖추고 있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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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공간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시설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이외의 다
양한 강좌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지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지역사회 시설로서 적극적인
연계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이들 시설은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설치
되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습이나 문화적인 격차
가 있는 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시설자원과 인력이 적극적으
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질 관리 시스템 필요
지역사회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관리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 전문자격제도에 의해서, 종
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국가 전문자격제도에 의해서 전문인력
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각 분야별 전문인력
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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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 시
설 고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이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라는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활
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분석해야 할 과제가
된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방과후 학교의 운영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적 수준
을 확보하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인증제와 공인강사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인증제는 방과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standard)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
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
년활동 프로그램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공인강사풀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강사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강사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강사풀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청소년교육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역사회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여건 조성 필요
청소년시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
의 대부분이 학교생활과 학원과외 등 학습에만 매달려 있어 방과후에 지역사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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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를 지역사회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가 전적으로 전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지역사회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를 개방한다는 의미에는 청소년들이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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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국내외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과후 활동 정
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국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및 요구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국내 학생 참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하여 분
석한다. 둘째,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조사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과후 활동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 국내 현장방문조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하고, 인터넷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에서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
영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이었다. 이들 외국의 방과후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영역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활동 중심에서 아
동보호, 긍정적인 청소년개발, 청소년문제예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역사회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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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한계가 명백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함께 담당하여야 할 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과후교육활동지원법(가칭)」과 같은 법령을 제정
하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방과후 학교 운
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정책에서 전부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외국의 경우 수익자부담, 민간기금,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등 다양
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의미 있게 활용되는 체제를 마
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특성상 입시 또는 성적과 관계없는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
급학교 진학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
여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연구와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방과후 학
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사례조사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과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사례, 외부기관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외부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운영하는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은 학교연계 프로그램과 공공시설의 프로그램, 민간영리단체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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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간에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교가 전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대도시지
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에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의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할 시설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의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합성이 가장 높은 프로
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설치되어있어 방과후 학교 운영
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시설과 종합사회복
지관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자원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시설
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과후 학교를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방과후 학교의 취지에 적합한 프로
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여건상 지역사회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시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청소년 프
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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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에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과후 학교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
의 영역이 학교 학습에 대한 심화․보충학습만의 차원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
호(child care), 청소년의 특기적성개발,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 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정책이므로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아동
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대한 총괄기능과 더불어 보충․심
화학습의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확보, 문
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기적성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인
력 및 재원확보,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소요되
는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 확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법무부 등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 및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확보, 여성부에
서는 아동보호 및 방과후 보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인력 및 재원확보 등과 같
이 범정부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과후 학교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가정․학교․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방과후 학교를 운
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 프로그램, 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국가와 학교가 주도하더라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많
은 인적자원과 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보
유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력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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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또한 민간부문의 각종 단체 등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 및 각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사업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지원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 및 시도단위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
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방안 개발과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각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력과 재원 및 프로그
램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
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별 학교단위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조직들과 「방과후 학교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조직이 방과후 학교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네트워크
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지역사회 조직
이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관련 자원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조직과의 「방과후 학교 운영 협약제
(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협약을 통해서 각종 공공사업 및 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력과 프로그
램을 보유하고 있어 적합성이 높은 연계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체들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방과후 학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
다.
셋째,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
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외부의 프로그램과 인력이 참여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려는 학교 밖 자원의 질적인 수준을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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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인증제」를 통하여 우수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인
증제는 청소년프로그램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방과후 학교 강사은
행」을 구성․운영한다. 강사은행은 각 교육청단위의 지원조직에서 전담하여 구
축하고, 강사은행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에 대한 방과후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
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될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 등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력과 문화
적 자원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바우처」제도나 무료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농
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강사를 불러오는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
과 「농어촌지역 순회강사제」,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 지원단체」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방과후교육
활동지원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
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부처의 역할분담과 의무를 명시하여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라 파생되는 교육과정 및 교원복무 등과 같
은 다양한 교육정책 내부의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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