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55% 2022.12. 보육아동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사업내용 

  ∙ 우선순위 :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 

  ∙ 운영시간 : 월~금(학기중 12:00~20:00, 방학중 09:00~20:00)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운영내용 : 방과후 정기․일시돌봄, 급․간식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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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용 료 : 급․간식비 이용자 부담

 ○ 소요예산 : 5,339백만원

 ○ 재원확보 : 국․도비지원 및 시비 추가부담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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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339 0 0 0 150 143 1,069 940 1,777 1,516 2,479 0

국   비 1,745 55 51 370 324 584 508 786

도   비 562 105 84 202 168 276

시   비 3,032 95 92 594 532 991 840 1,417

민간자본 0

【변경사유】 
 ○ 돌봄센터 개소일정 변경 및 인건비 등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
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개소
- 1 5 1 2 2 1 3 5

- 1 5 1 2 2

누적 추진율
목표 % - 5% 30% 35% 45% 55% 60% 75% 100%

현재 % - 5% 30% 35% 45% 55% - - -

【변경사유】  
 ○ 돌봄센터 설치장소 및 수탁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9. 30.)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수립 ----------- 2018. 10. 12.

○ 사업 설명회(수원시아파트대표자협의회) -------- 2018. 11. 13.

○ 수원시 돌봄정책 의정토론회 ------------------ 2018. 11. 26.

○ 2019년도 설치장소 수요조사 검토 결과 -------- 2018. 11. 27.

○ 주민공청회 --------------------------------- 2019. 01. 18.

○ 2020년도 설치장소 수요조사 검토 결과 --------- 2019. 07. 12.

○ 수원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07. 12.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개소 ------------ 2019. 08. 29.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개소 ------------ 2020. 03. 23.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개소 ------------- 2020. 06. 30.

○ 2021년도 설치장소 수요조사 검토 결과 --------- 2020. 06. 30.

○ 주민설명회 ---------------------------------- 2020. 07. 20. 

○ 다함께돌봄센터5호점 무상임대 협약 ----------- 2020. 07. 22.

○ 다함께돌봄센터4~5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07. 03.

○ 다함께돌봄센터6호점 무상임대 협약 ----------- 2020. 08. 20.

○ 다함께돌봄센터4~5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0. 08. 26.

○ 2021년도 설치장소 수요조사 추가 모집---------- 2020. 08. 18.

○ 다함께돌봄센터4~5호점 위 ․수탁 계약 ---------- 2020.09.14.~15.

○ 다함께돌봄센터7호점 무상임대 협약 ----------- 2020. 09. 24.

○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20. 09. 18.

○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09. 22.

○ 다함께돌봄센터6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0. 11. 10.

○ 다함께돌봄센터6호점 위 ․수탁 계약 ----- - - - -  2020. 11. 18.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6호점 개소 -------------  2020. 12. 01.

○ 다함께돌봄센터8호점(금곡동) 무상임대 협약 ------ 2020. 12. 04.

○ 다함께돌봄센터7호점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 2020. 12. 16.

○ 보건복지부「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최우수상」선정 2020. 12. 21.

○ 다함께돌봄센터9호점(오목천동) 무상임대 협약 ---- 2021. 01. 07.

○ 2021년도 설치장소 공개모집 공고 -------------- 2021. 01. 25.

○ 다함께돌봄센터7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1. 01. 28.

○ 다함께돌봄센터8~9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02. 08.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7호점 개소 -------------  2021. 02. 26.

○ 다함께돌봄센터8~9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1. 03. 26.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개소 --------------- 2021. 04. 22.

○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04. 26.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9호점 개소 --------------- 2021. 04. 29.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화서동) 무상임대 협약 ----- 2021. 05. 27.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2021. 06.~07.

○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1. 06. 08.

○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 위 ․수탁 계약 ------- -- 2021. 06. 18.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06. 22.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 개소 ------------- 2021. 07. 29.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 2021. 07. 30.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위 ․수탁 계약 ------- -- 2021. 08. 13.

○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리모델링공사 --------- 2021. 08.~09.

○ 2022년도 설치장소 모집 공고 ------------------- 2021. 08. 18.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개소 -------------- 2021. 09. 28.



5. 추진성과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현황

 

6.「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적극

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지역내 유휴

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설치장소 공개모집 추진

⦁구․동 등 행정기관 및 복지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사업홍보 전단지 배포 등 적극 홍보 추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정부지침에 나온 최저임금이 아닌 

수원시형 공정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처우개선방법이 필요함

⦁경기도 시간제돌봄교사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건의

⦁돌봄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돌봄인력 한시지원

(6명,6개월간) 및 2021.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연계하여 

인력 추가배치(9명,7개월간) 함

구분 위치 면적(㎡) 정원(명) 개소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30 
(호매실동, 호매실휴먼시아16단지아파트)

180 30 2019.08.29.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영통구 도청로65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아파트)

119 28 2020.03.23.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영통구 대학3로 55
(이의동, 광교역참누리포레스트아파트)

103 26 2020.06.30.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영화동, 영화동행정복지센터)

214 39 2020.10.26.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 2층
(원천동, 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100 24 2020.10.30.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영통구 권선로820번길 40, 2층
(매탄동)

199 39 2020.12.01.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장안구 송원로14번길 12
(송죽동, 쵸이스파크)

159 36 2021.02.26.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권선구 금곡로140번길 29
(금곡동, 호매실휴먼시아8단지아파트)

80 21 2021.04.22.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권선구 서수원로99
(오목천동, 권선꿈에그린아파트)

147 30 2021.04.29.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장안구 정자로130번길20
(정자동, 정자1동행정복지센터)

130 26 2021.07.29.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팔달구 화양로50번길 30
(화서동, 블루밍푸른숲아파트)

134 28 2021.09.28.



7. 추진중 사업 분석

 【문제점】 

 ○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에 따라 장소확보에 어려움

 【임기내 미완료 사유】   

 ○ 2022년 설치 예정지 준공 예정일 미도래

 【대응방안】

 ○ 신규 500세대이상 주택단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무화로 법 개정(2021.1.12.)

 ○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

8. 향후계획   

 ○ 2021.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1개소(12호점)

 ○ 2022.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8개소(13~20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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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2870

드림스타트팀장 박명준 2301

주무관 신미선 2303



2-4-50-2 아이돌봄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100% 2020. 9.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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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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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3,240백만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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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3,240 0 1,397 0 2,501 2,314 2,918 2,918 3,305 2,974 1,653 1,653

국   비 9,258 979 979 1,751 1,610 2,042 2,042 2,313 2,082 1,157 1,157,

도   비 1,991 209 209 375 352 438 438 496 446 248 248

시   비 1,991 209 209 375 352 438 438 496 446 248 248

민간자본 0 - - - - - - - - -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
초

아이돌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육아품앗이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공동육아나눔터 - 사업시행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변
경

아이돌봄 

서비스연계 건수
건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1,000 2,500 3,750 5,000 2,550 5,100

육아품앗이 

참여 가족 수
가족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25 25 25 25 26 2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인원
명 - 사업시행 지속추진 600 1,200 1,800 2,400 1,250 2,500

누적 추진율
목표 % 100 100 100 100 100 100

현재 % 60 100 100 100 100 100 - - -

【변경사유】  

 ○ 좋은시정위원회 평가시 연도별 분기별 구체적 성과 목표 설정 필요   

    요구 반영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9. 30.)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아이돌봄

 ⦁ 2019. 12월말 5,276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완료
 ⦁ 2020. 12월말 현재 5,401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완료
 ⦁ 2021. 2월말 현재 917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완료
 ⦁ 2021. 6월말 현재 2,305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완료
 ⦁ 2021. 9월말 현재 4,185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완료

⦁육아품앗이

 ⦁ 2019년 52개 가족, 165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 2020년 30개 가족, 92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 2021. 3월말 26가족 89명 모두가족품앗이 모집
 ⦁ 2021. 6월말 26가족 89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 2021. 9월말 26가족 89명 모두가족품앗이 활동

⦁공동육아나눔터

 ⦁ 2019년 11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 2020. 12월말 현재 누적이용인원 1,086명
 ⦁ 2021. 6월말 현재 누적이용인원 1,298명
 ⦁ 2021. 9월말 현재 누적이용인원 1,925명

 

5. 추진성과 

 ○ 아이돌봄서비스 4,185건 연계 

 ○ 육아품앗이 26가족 89명 활동(비대면) 

 ○ 공동육아나눔터 누적 이용인원 1,925명 



6.「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연속적인 지속 추진 사업이기는 

하나 연도별, 분기별 구체적 성과목

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돌봄의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의 

어려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

보미 등 전문인력이 느끼는 어려

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입장

에서의 어려움 등 총제적 관점에

서 연구 필요함

⦁연도별, 분기별 구체적 성과목표로 변경 반영함

⦁여성가족부 및 광역거점기관에서 아이돌봄사업 추진시 

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의견 수렴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집담회(연2회) 등을 통해 돌보미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광역거점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을 각 센터에서 확인 후 관리

하고 있음

7. 추진중 사업 분석

 【문제점】 
 ○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가정 보육 증가 및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증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요인 감소 
 ○ 코로나19 감염병 우려로 육아 품앗이 활동시 대면 활동 제약  

 【임기내 미완료 사유】   
 ○ 해당없음

 【대응방안】
 ○ 서비스 제공인력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등) 지급,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정기적 선제검사 실시를    
    통한 감염병 예방 노력
 ○ 비대면 ZOOM 활용을 통한 품앗이별 육아품앗이 활동 추진    

8. 향후계획   
 ○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육아품앗이 지속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추진 및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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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2260

건강가정팀장 김양숙 2495

주무관 임혜정 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