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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3. 6.(금) 배포

보도일  2020. 3. 6.(금) 10: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6.(금) 10:3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 044-203-7256)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 사무관 김진아 (☎ 044-203-706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 044-203-641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연구관 안경찬 (☎ 044-203-6774)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 044-202-358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임숙영, 사무관 김동현 (☎ 044-202-337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과장 이현옥, 사무관 강나래 (☎ 044-202-747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과장 최준하, 사무관 김송이 (☎ 044-202-749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사무관 이준호 (☎ 02-2100-636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김민아, 사무관 오성미 (☎ 02-2100-633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장석준, 사무관 위성개 (☎ 02-2100-625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 044-203-638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장학관 김한승 (☎ 044-203-6469)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돌봄 제공
  -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 원 추가 지급
  - 유치원·긴급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 적극 유도 및 영세학원 지원  
  - 대형학원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현장점검 실시
  - 자발적 휴원으로 손해 입은 영세학원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2주 추가(3.9.→3.23.)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등)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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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ㅇ 먼저,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ㅇ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

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

-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

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9:00 ~ 18: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 ~ 21: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 (12:00 ~ 17:00) 포함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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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3.9.~3.31.)

하고, 이에 대해 현장 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가족
돌봄휴가에 대한 지도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학부모와 학생들이 긴급 돌봄 지원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종합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

[ 학원을 통한 감염 위험 차단 및 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 ]

ㅇ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원 등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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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 제2호 안건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

하고자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ㅇ 먼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아파트 단지의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을 개정한다.

ㅇ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들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원하는 경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 현행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2/3 이상 → 1/2 이상으로 경감

ㅇ 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조성단계에서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한다.

-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
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에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LH 장기임대단지 중 약 70%가 500세대 이하 단지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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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원 등 휴원 현황 (2020년 3월 5일 기준)

□ 학원 등 휴원 현황

교육청
총 수량 휴원현황

비고
학원 교습소 계 학원 교습소 계 비율

서울 14,974 10,280 25,254 4,560 4,066 8,626 34.16 　

부산 5,236 3,434 8,670 2,932 1,782 4,714 54.37 　

대구 4,288 3,453 7,741 3,843 3,165 7,008 90.53 　

인천 4,055 1,473 5,528 535 278 813 14.71 　

광주 3,639 1,073 4,712 647 246 893 18.95 　

대전 2,398 1,331 3,729 1,073 545 1,618 43.39 　

울산 2,636 800 3,436 1,784 556 2,340 68.10 　

세종 683 104 787 287 30 317 40.28 　

경기 22,799 10,124 32,923 7,936 3,350 11,286 34.28 　

강원 2,265 749 3,014 1,006 299 1,305 43.30 　

충북 2,349 762 3,111 1,512 526 2,038 65.51 　

충남 3,065 767 3,832 2,370 593 2,963 77.32 　

전북 4,114 1,176 5,290 976 210 1,186 22.42 　

전남 2,803 587 3,390 1,109 267 1,376 40.59 　

경북 3,720 1,884 5,604 2,804 1,451 4,255 75.93 　

경남 6,295 2,022 8,317 2,876 994 3,870 46.53 　

제주 1,116 418 1,534 174 133 307 20.01 　

합계 86,435 40,437 126,872 36,424 18,491 54,915 43.3 　

비율 　 　 　 42.1%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