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2, February (2017), pp. 855-864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2.43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7 HSST 855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김수동 윤준영 정영모

요 약본 연구는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변화와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학습자와 수요자 중심의 현장 의견을 조사하여 방과후학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방과후학교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교육개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학계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있음을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결과 파생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심이 있었다 단위학교 교원의 경우 효과적인 정규교육과정 보완 방안과 교원 업무 정상화에 관심이있었으며 강사의 경우 불안한 신분과 처우문제 개선 등에 관심이 높았다 단위학교 교원과 방과후학교 강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방과후학교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수단으로 왜곡되고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방과후학교는 표면적으로 볼 때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 사교육비 경감효과 등을 보이고 있지만 법제화 되지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한계점을 노출하는 제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장 학교와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방과후학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주제어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정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비 수요자 중심 교육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and study trends for after-school and research the

learner and user-centered opinions to search for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after-school.

For this study, the main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after-school policies with the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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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reform as the start point of the after-school policies and until now have been reviewed. Also,

study trend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earch into the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Through this,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is trend of perceiving the after-school as a vehicle to reduce

the private education cost and that academia is interested in the effectiveness and vitalization scheme for

after-school. In comparison with this, school were interested in the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after-school and solving schemes. In case of the teachers in unit schools, they were interested

in effective regular education curriculum supplementation scheme and normalization of the teacher's tasks

and in case of the instructors, they were highly interested in improvement of the way they are wages and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The problem that the teachers from unit schools and after-school

proposed in common was the after-school policies are distorted as a provider-centered policy vehicle and

the fundamental solving scheme for this lacks. Through this result, to see superficially, there are many

good aspects such as high participation rate and satisfaction level and reduction effect of cost of private

education, but have been promoted as the provider-centered policy and since they have not been legislated,

schools are experiencing systematic crisis which exposes limitations. This study emphasizes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the regions and on-site schools and suggests that After-School related Law should be

enacted.

Key Words : after-school, after-school policy, vitalization of after-school, cost of private education,

user-centered education.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교과 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을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과후학교는 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년 현재 전국 의 학교에서 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개설된 강좌 수는 천여 개 강사 수는 천명에 이른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하는 사례도 많아져 전체 학교의 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년 를 정점으로 년 년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은 년 년년 을 유지하고 있으며 년에는 증가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로 인해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요가 사교육으로 일부 전환된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사교육에 이어 제도화 과정을 겪고있다는 주장 방과과후학교의 외형적 성장과 제도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업무 과중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논쟁 불안한 강사 처우 문제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여론과 새로운 운영 모델에 대한 요구 등이 나오고 있다본 논문은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학계의 연구결과 현장 학교의 여론을 개관하고 정부 학계 현장 학교의 관점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학습자중심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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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년 교육개혁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의 주요 정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기타 방과후학교 관련 학술지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방과후학교의 실태방과후학교의 실태방과후학교의 실태방과후학교의 실태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으로 사용된 것은 년 노무현 정부시기 이지만 각급 학교의핚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한 년 교육개혁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표시한 교육개혁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표면적으로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국가가 주도하는 인상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교육목표는 정권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았다 운영 방법 측면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도록 하였다학계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효과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년부터 년 까지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부정책연구물 검색 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자료 등을 종합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논문 편과 보고서 편을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홍원의 연구 에 의하면 학술지에서는 성과분석이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국제비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성과분석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개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물이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성과분석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방과후학교를 주제어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배상훈 정영모 김재형의 연구 를 보면 년부터 년까지 사교육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참여 학업성취 방과후 보육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연구는 방과후학교를 년부터 년 년 년 년 이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년 년에는 방과후 보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년 년에는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일부 방과후 보육 학업성취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보여 주었다 년 이후에는 연구주제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등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 아동 보호기능 다양한 특기적성능력 신장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 프로그램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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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교사의 정규수업 준비 시간 부족 충분하지 못한 방과후학교 전용교실과 돌봄 전용교실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수강료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유휴교실이 부족하여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교실이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방과후학교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안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문제는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법제화 문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제도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동향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동향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동향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동향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을 최태호 는 도입기 확산기 변용기 로분류하였으며 임연기 는 태동기 확산기 조정기 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정책변천은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입기 년 교육개혁 년 방과후학교 용어 도입 이전발전기 년 방과후학교 용어 도입 이후 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방과후학교가 이양되기 이전까지의 시기 확산기 년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방과후학교 도입기는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의 시기로 방과후학교 정책에서는수요자 중심 특기적성 교육활동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방과후학교 도입 초기에는 특기 적성교육이 강조되었으나 년 전면 금지됐던 정부의 과외금지조치가년 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방과후학교에서 사육비 경감 이라는 키워드가강조되었다 년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이 발표되었고년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발표되기도 하였다방과후학교 발전기는 노무현 정부 중 후기인 년부터 년 학교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지기이전까지의 시기로 기존에 특기 적성교육 초등보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용어가 방과후학교 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으며 전국 초 중고등학교로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정책을 집행하였다 방과후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반영되었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강조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논쟁등이 대두되면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방과후학교 확산기는 년 학교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로 사교육비 경감 라는 키워드가 부각되었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 되었으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표가 반영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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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과후학교 운영 주도권은 여전히 중앙에 존재하였다 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강조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국정과제 초등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를 제시하면서 오후 시까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추가 돌봄 대상학생을 위해 저녁 시까지 초등돌봄교실 운영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강화가 제시되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은 다음의 표 과 같다
시기 주요사건도입기 수요자중심 특기적성 교육활동 사교육비 경감 강조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방안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전기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전국 모든 학교로 방과후학교 확대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반영방과후학교 특별법 제정 추진되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논쟁등이 대두되면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함확산기 시도교육청으로 방과후학교 이양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초등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표 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방과후학교의 문제점방과후학교의 문제점방과후학교의 문제점학습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방과후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업무부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초중등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정규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이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교원은 본인이담당해야 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과후학교 업무가 가중되면서 정규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연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학부모 안내문 발송 강사 구인 위탁계약서작성 수업공개 및 학부모 참관 만족도 조사 강사 급여 지급 자유수강권 대상자 관리 만족도 조



Copyright 2017 HSST860

사 등 평가 각종 현황 요구자료 작성 등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방과후학교 예산 부족 문제와 무기계약에 전환에 대한 부담 문제로 보조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년에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업무도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언론참여 방과후학교 사업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년 월 특별교부금 사업이 중단되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반화 되었다둘째 방과후학교 강사 수급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의 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있는 교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등교원의 경우 정규 수업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소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참여율이 에 이르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는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의 교원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교원의 수업준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정규교육과정이 침해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가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시 된다 일본의 경우는 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원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다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원이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법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을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위학교 교원은 강사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요령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고 타교 현직 교원 또는 타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시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김수성 윤성만은 년부터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제도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원 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초 중 고 학교급별로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강사 현황을 제시하면 표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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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강사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방과후학교 참여율현직교원 인원 수명비율외부강사 인원 수명비율계 인원 수명비율출처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셋째 저렴한 수강료 정책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에서는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이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학교 알리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수강료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수경 김태영 은 도교육청 관내 학년부터 학년 학생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조사결과 교원 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 인당 직접교육비가 많을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렴한 수강료를 유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넷째 불안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문제와 민간위탁 문제이다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기 위해 외부 강사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이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다만자유수강권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에 의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요가 있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만 수요가 없으면 프로그램도 개설되지 않는논리가 성립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근로자로 본다면 년 이상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법원에서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위탁 문제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원의 업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민간위탁위탁 업체의 영리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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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발전방안 모색결론 및 제언 발전방안 모색결론 및 제언 발전방안 모색결론 및 제언 발전방안 모색본 연구는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 학계의 연구결과 단위학교 현장의 의견을조사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결과 한국에서 방과후학교는 출발점이 되었던 교육개혁부터 년 현재까지 수요자 중심을 표면적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정부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교육비경감의 관점 양극화 해소 방안 학교교육의 연장 등 서로 다른 요구들이 정책목표에 기계적으로결합되었고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요구와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학생의 건강과 행복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의 성과는 사교육비 경감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이미지도 보여 주었다 년 이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거나 시도교육청 평가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방과후학교 질적인 수준에도 정책적 관심을 보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고급화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교원의 업무부담 방과후학교 강사 수급 저렴한 수강료 정책 불안한 방과후학교강사 처우 문제와 민간위탁문제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첫째 교원업무 부담 문제와 강사 수급 문제는 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시간을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과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교원이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단위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둘째 저렴한 수강료 정책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심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불안한 강사 처우문제와 민간위탁 문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방과후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수입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단위학교는 단순히 학생과 강사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이에 반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근로자와 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근로자라고 해석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년 이내로 한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강사의 처우가 더욱 불안해 지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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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하도록시행령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문제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과도한 영리화와 수수료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결국 현재 제기 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방과후학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않은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관련 법규 부재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위기 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제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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