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36.5%

세부사업명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안전점검률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1. 목 적

  ❍ 학생 건강권 보장으로 심심이 건강한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 조성

  ❍ 자발성 및 즐거움이 보장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으로 또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2. 주요내용

  ❍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정 등교시간 운영

  ❍ 단위 시간의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놀이・휴식시간 보장

  ❍ 수업 전, 방과 후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3. 연차별 목표 및 추진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놀이·휴식시간 
보장 운영 15교 15교

(10%) 62교 77교
(50%) 46교 123교

(80%) 31교 154교
(100%)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놀이・휴식시간
보장 운영 참여 학교 수 62교 154교 200% 2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0,000 100,000 100,000 300,000
계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0,000 152,700 156,800 409,500
계 100,000 152,700 156,800 409,500

확보비율(B/A) 100% 152.7% 156,8% 136.5%



4. 추진실적 및 성과

  ❍ 중간놀이 30분 또는 점심시간 60분 이상 보장 운영학교 수

구 분 중간놀이 30분 이상 점심시간 60분 이상 중복

2018년 (15교) 15교

2019년 (77교) 58교 25교 6교

2020년 (92교) 70교 38교 16교

2021년 (154교) 147교 37교 30교

  ❍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정 등교시간 이행 : 전체 학교

  ❍ 학생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추진

구 분 추진내용

2019년 (인식조성) 학생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27교 공모, 교당 2백만원 교부

2020년
(지원확대) 전체 초등학교에 100만원 교부
※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학교단위 놀이사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용품 집행, 학생 개인 놀이 용품 집행 

2021년 (체계적 지원) 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개최, 놀권리보장지역협의체 운영, 놀이 동영상 보급

  ❍ 학생 놀 권리 보장 법제화 및 실현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19.11.1.)

    -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실현화 방안 세미나(20.9.23.) :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참여

    - 광주광역시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규칙 제정(20.12.31. 시행)

  ❍ 광주광역시놀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20.12.1., 2021.4.21., 2021.12.3.)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

  ❍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속 추진: 세이브 더 칠드런 업무협약

  ❍ 세상에서 하나뿐인 놀이 초등학교 놀이개발 프로젝트 추진

    - 놀이 동영상 및 놀이 사용 설명서 개발 보급(21.6.1,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탑재)

    - 꿈틀놀이 15편: 개인형(5편), 소그룹형(5편). 학급형(5편)

    - 자치구 아동놀이 담당부서 동영상 개발자료 공유

  ❍ 학생 놀 권리 지역 협의체 운영(2021.4.15., 4.16.)

    - 동부권역(동부교육지원청, 동구청, 북구청), 서부권역(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 놀이 보장 관련 운영 사업 공유 및 사업 협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0,000 151,820 156,319 408,139
계 100,000 151,820 156,319 408,139

집행비율(C/B) 100,000 99.4% 99.6% 99.6%



5. 우수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제정 (2019.11.1.)에 따라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최초]

<제정이유>
 학생의 놀 권리를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놀고 꿈꾸면서 자아존중감과 삶
의 행복도 향상

<주요내용>
∘학생 놀 권리 보장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학교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관기관 연계한 놀이문화 개선, 학교 인식확산과 사업정착 위해 더욱 집중함

  ❍ 놀 권리 보장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놀권리 보장에 대한 각 

분야별 세부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참가하는 놀이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학생이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놀이문화 시도

     21년 초등학생용 놀이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

     ※ 개발된 자료는 우리시교육청 유튜브채널에 탑재하여 홍보중(학교 단위 중간놀이 시간에 활용)

 v (지역사례) ‘엄마가 먼저 배우는 전래놀이’로 친근하고 흥나는 1학년 학교생활

⋅엄마강사단 모집→ 강사 

교육→ 1학년 전래놀이 

강사로 파견

  ❍ 지역 자치구청과 교육청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구 및 교육청 간 학생대상 

사업 공유의 장 마련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5회 4회 2회 5회

21년 1회 3회

  <21년 참여 실적>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지역협의체 개최

(21.4.15., 4.16.)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위원회 개최(21.4.21.)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개선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 문화 개선 사업 추진 필요

    - 초등 중간놀이시간 30분이상 또는 점심시간60분 확보를 위한학교교육과정 반영 지속 추진

8. 향후 추진계획

  ❍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 계획 점검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중간놀이 시간 30분 또는 점심시간 60분 확보 반영 추진

  ❍ 학생놀이공간보장을위한지역협의체와 지속적 소통(동·서부지원청관내자치구)

  ❍ 초등학생용 놀이 동영상 15편 지속 홍보 추진

  ❍ 2021년 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개최(12월)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우수 놀이사례 안내 및 홍보(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정시기에 안내)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생의 놀 권리에 대한 학교의 인식 확산을 도모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놀 공간 조성을 위해 아지트 프로젝트와 수요자 맞춤형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연계

하여 학교 컨설팅 실시 필요

주관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구모선(380-4341) 담당자 최태삼(380-4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