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15 2022. 12.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초등학생)

  ○ 운영내용 

    ∙ 우선순위 : 초등 저학년,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 

    ∙ 운영시간 : (학기 중) 12:00~20:00, (방학 중) 09:00~20:00

    ∙ 운영주체 : 위탁운영

    ∙ 운영내용 : 초등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돌봄

    ∙ 인력기준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 (전일제1, 시간제1)

    ∙ 프로그램운영비 없음, 급․간식비 이용자부담

  ○ 소요예산 : 5,403백만원 (2019년~2022년 4개년 계획)

  ○ 재원 확보방안 : 국도비지원 및 시비 추가부담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a~g합계)
기투자

(a)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b) 확보(c) 집행 확보(d) 집행 계획(e) 계획(f) 계획(g)

계 5,403 150 143 993 439 1,775 2,485

국    비 1,735 55 51 335 144 570 775

도    비 231 34 18 80 117

시    비 3,437 95 92 624 277 1,125 1,593

민간자본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개소 - 1 6 6 7

누적이행(진도)율 100% % 5% 35% 65% 100%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6. 30.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수립 --------------- 2018. 11.

○ 사업 설명회(수원시아파트대표자협의회) ------------ 2018. 11.

○ 수원시 돌봄정책 의정토론회 ---------------------- 2018. 11.

○ 2019년도 설치 후보지 검토결과(1개소)-------------- 2018. 12.

○ 주민공청회 -------------------------------------- 2019. 01.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개소 --------------- 2019. 08. 

○ 2020년도 설치 후보지 검토결과(6개소)-------------- 2019. 06.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개소 ---------------- 2020. 03.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개소 ---------------- 2020. 06.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20. 1. 31.)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5. 추진성과

구분 위치 면적 정원 개소일 수탁기관

1호점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30 180㎡ 30 2019.08.29.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2호점 영통구 도청로65 119㎡ 28 2020.03.23.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3호점 영통구 대학3로55 103㎡ 26 2020.06.30. 사단법인 나눔과실천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1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다

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

⦁2019.10.10. 운영점검(시설운영환경, 시설운영, 아동 및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회계처리, 위생 및 안전관리 6

영역)을 실시함.

⦁2020년 중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수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방안을 제안. 특히 아동인구의 

감소추이를 통해 현재 아동집중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돌봄관련 지원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

함.

⦁수원시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돌봄협의체를 구성(2019.9.17.)

함. 연2회 정기회의를 통해 돌봄종합계획 수립,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돌봄정책의 내실화 꾀함.

⦁관내 초등돌봄교실의 취약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수원

시 교육지원청)를 기반으로 2021년도 설치장소를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읍면

동 자치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

안 강구할 필요 있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돌봄센터를 홍보하고, 이

용아동의 보호자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지역주민이 참

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함.



6. 추진 중 사업 분석

【미완료 사유】

  ○ 연내 목표 달성(하반기 4개소)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 중임.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유휴공간 부족으로 공간 확보의 어려움

   → 행정복지센터 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시 돌봄센터 공간   

 확보,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7. 향후 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4~7호점) --------------------------- 2020. 하반기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 2021. 12.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 2022. 12.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2870

드림스타트팀장 유성희 2301

주무관 신미선 2303



2-4-50-2 아이돌봄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 ○ 100% 2020. 6.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사업수행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족품앗이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정보 공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 공동육아나눔터: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및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 소요예산 : 15,007백만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 이후

집행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 15,007 - 1,397 2,314 2,824 2,824 2,824 2,824

국    비 10,121 - 979 1,610 1,883 1,883 1,883 1,883

도    비 2,025 - 209 352 366 366 366 366

시    비 2,861 - 209 352 575 575 575 575

민간자본 - - - - - - - -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아이돌봄 사업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육아품앗이 사업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사업시행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누적이행(진도)율 100% 60% 100% 100% - -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6. 30.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아이돌봄
 ○ 2019년 5,276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완료

 ○ 2020. 6월말 현재 2,505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완료

육아품앗이
 ○ 2019년 52개 가족, 165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 2020년 30개 가족, 92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중

공동육아나눔터  ○ 2019년 11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20. 1. 31.)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육아품앗이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수원의  

  마을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아이돌봄 사업은 수원시의   

  아동인구 추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분포도와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에 있어서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019.12.21.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육아품앗이 

  활동 평가 및 결과물 발표 등 평가회 가짐.

  프로그램 만족도 4.0 대비 4.7 목표 달성되어 높은 만족도 확인

  가족내 육아품앗이 활동에서 점차 확대되어 수원시 지역사회   

  내에 공동육아 공동체로 확산되고 있어, 품앗이 가족 외에     

  외부 가족, 기관, 지역사회에 까지 환원되는 형태로 확대 중.

⦁아이돌봄사업은 수원시 거주 만12세 아동의 양육공백 사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

⦁공동육아나눔터 기설치로 인하여 성과목표 100% 조기달성 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수정은 사업검토 중.

5. 추진성과 
  ○ 2018년 아이돌봄 정부합동평가 S등급 달성
  ○ 2019년 아이돌봄 정부합동평가 S등급 조기 달성
  ○ 수원시 최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추진 중 사업 분석
  ○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계획
  ○ 아이돌봄사업 및 육아품앗이 지속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2260

건강가정팀장 유혜현 2495

주무관 최은영 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