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하게 보살핍니다.

초등학교 긴급돌봄
프로그램 안내

긴급돌봄이란?
신학기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으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긴급돌봄
 긴급돌봄 교실은 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긴급
돌봄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
 봄공간에는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우선적으로
비치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위생수칙교육(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일상 소독·방역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긴급돌봄
내
 실있는 초등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및 학교별 운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① “긴급돌봄도 학교온(On)에서”
- 학교온 사이트를 활용하여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② “더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닝 콘텐츠(EBS, e학습터 등)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우리 학교 긴급돌봄은 이렇게 합니다”
-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긴급돌봄’도
학교온 사이트를 활용하여 초등 긴급돌봄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학교온(On) 이란?
휴업기간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누리집 (www.onschool.edunet.net)입니다.

‘긴급돌봄 관련 콘텐츠’ 이용하기
•학교온 사이트(www.onschool.edunet.net)에 접속합니다.
•‘돌봄 아이디어’란을 통해 생활안전, 교실놀이, 이야기 동화 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분들이 돌봄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온(On)’에서
‘긴급돌봄 관련 콘텐츠’ 탑재하기
•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글쓰기를 통해
긴급돌봄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온 사이트에 긴급돌봄 관련 콘텐츠 탑재 및 활용 방법
▶ 학교온 사이트에 회원가입(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돌봄 아이디어’ 탭 이동
▶ ‘글 올리기’ 클릭하여 내용 작성 후 탑재
“돌봄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활용합니다.”

•학교온 회원가입 등 문의 에듀콜센터 1544-0079
•긴급돌봄 관련 문의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긴급돌봄 지원센터

더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BS, e학습터 등 탑재 콘텐츠, 우수 영상물(애니메이션) 등
긴급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포털 및 주제별 누리집을 알려드립니다.

학습포털 누리집
누리집 소개

누리집 주소

제공기관

학교온
다양한 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자료를 공유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 제공

교육부

http://onschool.edunet.net/

e학습터
국어, 사회, 과학, 영어
교과의 학습동영상과
평가문항 제공

교육부

http://cls.edunet.net/

위두랑
교사가 학급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자료 공유, 과제,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교육부

http://rang.edunet.net/

에듀넷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 주제별
학습자료 제공

교육부

http://www.edunet.net/

EBS 초등

한국교육
방송공사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http://primary.ebs.co.kr/

더 많은 콘텐츠를 활용
주제별 활동 누리집
구분

누리집 소개

누리집 주소

제공기관

국민안전교육
행정안전부

연령별 지도방법,
안전체험관 안내
http://kasem.safekorea.go.kr

안전

국민안전방송
행정안전부

유형별, 계절별 재난안전
행동요령 안내
http://www.safetv.go.kr

케미스토리
환경부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 환경이야기
http://www.chemistory.go.kr

환경

환경사랑 홍보교육관
환경부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배우는
열린체험 학습공간
http://pr.keco.or.kr

국악애니메이션
국악을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콘텐츠 제공
문화
예술

국립국악원
http://academy.gugak.go.kr/

온라인 전시관
국립중앙
박물관

박물관에 특별 전시된
작품 VR 콘텐츠와
동영상으로 확인
http://www.museum.go.kr

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누리집 소개

누리집 주소

EBS 클립뱅크 유튜브 채널
교양

제공기관

한국교육
방송공사

EBS가 운영하는 교육 관련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제공
https://www.youtube.com/c/
EBSClipbank/

사이언스올
과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https://www.scienceall.com

통통 평화학교
통일

통일교육 자료,
북한 바로알기 등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교육부

http://tongil.moe.go.kr/

다누리 배움터
인권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안내
http://www.danurischool.kr/

EBS 내 인생의 직업
진로

한국교육
방송공사

다양한 직업 사례와 직업에
필요한 능력 등 직업교육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https://home.ebs.co.kr/lifejob/

※ 이외에도 학교온 누리집 내 ‘콘텐츠 찾기’ 탭에서 긴급돌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누리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긴급돌봄은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프로그램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시도 학교명
○○초
서울

EBS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EBS 시청 및 동영상 시청
- 역사책 읽기(도와줘요 꿀박사) 등 동영상 시청
- 초등 창의 체험 프로그램 시청

•펄러비즈 및 클레이 점토 등 개별 미술활동 진행

•학년별 EBS 생활 시청

•독서이야기(월), 예술로 표현(화), 신체놀이(수), 안전
지도(목), 창의탐구(금) 자체돌봄 프로그램 운영
•각종 DIY활동(앞치마 만들기, 미니지구본 만들기, 병풍
꾸미기 등)

•EBS 교육방송 시청

•독서,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 개인 활동
•운동장에서 놀이기구 활용
•창의 영재 프로그램 운영
- 창의매직패드(교구) 활용
예) 초성게임, 사자성어 게임 등
- 로지코(지능 개발 영재 프로그램) 활동

○○초

부산

○○초

학교 자체 프로그램

대구

○○초

•e학습터 학년별 (학급홈페이지 관련 활동) 활용
•EBS 사자성어 시청
•온라인 가정 학습사이트 활용

광주

○○초

•e학습터를 활용 콘텐츠 시청
•EBS 창의체험학습 콘텐츠 시청
(엉뚱남매 공작소, 야옹 클래식 등)

•교과 학습지를 활용한 개별학습 진행
•키크기 체조, 스트레칭 등 실내 신체활동

대전

○○초

•EBS 온라인 교실 시청
•대전 사이버 가정학습 e-학습터 활용
•학교온 및 온라인 가정학습자료 ‘스스로 학습 계획안’ 활용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배부
<코로나 19 대비 3.6.9. 안전 학생생활> 안내

○○초

•EBS 교육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시청
- EBS 「초등생활 그것이 궁금하다 1학년」
- EBS 초등 1∼2학년 겨울방학생활
-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 초등글씨 책방글방
- 자연다큐(북극곰 와이드스페셜)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속담 100가지 학습
•내 손으로 동시 쓰기
•‘와일드라이프 스페셜’ 등 동물 시청각자료 시청

•EBS 교육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시청
- 한자, 과학, 음악 교과 등

•요일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봄 협동화 그리기, 봄꽃 액자만들기, 클레이 촉감 놀이 등
미술활동
- 생활습관 동화, 학교안전 동화, 읽어주는 동화 활동

•EBS 교육방송 시청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활용한 안전교육 시청
○○초

•바른 글씨쓰기, 독서, 학습지 등 개인 활동
•실내활동(키크기 체조) 및 바깥활동(전통놀이)
•자석 블록, 카프라 등 교구 선택 활동
•자연관찰, 3D 종이퍼즐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창의탐구
활동

○○초

•EBS kids 온에어를 이용한 생각하는 프로그램 진행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속담이 야호’ 프로그램 활용
- 안전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알기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편을 시청하면서 속담을 통한
- 바이러스 감영증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지혜와 평소에 미리 대비하는 생활습관 형성
알기
- ‘수학이 야호’ 프로그램 활용
•종이접기를 활용하여 도화지에 나만의 꽃바구니 표현하기
예) ‘칠교 놀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동물 모양 등을 직접 •독서 활동
표현해 보며 놀이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 선생님이 읽어 주는 독서 교실 운영, 독후활동(이야기
나누기, 학습지)

경기

전북

경남

제주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