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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9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규    모: 면적 50㎡ 내외

❍ 목    표: 5개소 ⇒ 8개소 {기존 5개동 + 신규 1개동 및 추가 2개동}
     ※ 2015년 부곡동, 2016년 고천동/내손2동, 2018년 내손1동/오전동 설치

 ❍ 기    간: 2019. 1. ~ 2022. 6.
❍ 내    용: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육아나눔터 확대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105 25 35 45

도비 75 20 25 30

시비 30 5 10 15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3개소 (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청계동 육아나눔터 설치 장소 확보 및 공모신청 25

2020년 ○ 청계동 육아나눔터(제6호) 개소
○ 추가 설치 지역 파악 및 필요성 검토 40

2021년 ○ 육아나눔터 추가(제7호) 개소
○ 추가 설치 지역 파악 및 공모신청 25

2022년 ○ 육아나눔터 추가 (제8호) 개소 10



 추진실적

❍ 2018년 2개소 설치: 내손1동(4월), 오전동(7월)

❍ 2020년 설치계획 수립(3개소): 2019. 7. 11.
- 부곡스포츠센터, 백운커뮤니티Ⅱ, 청계종합사회복지관

❍ 2020년 1개소 설치장소 변경: 2020. 2월

- 부곡스포츠센터 → 부곡동주민센터

❍ 2020년 1개소 설치(부곡동 3층): 2020. 7월
   ※ 다함께돌봄센터와 복합 설치 / 개소일: 2020. 9. 7.

❍ 2022년 1개소 설치장소 변경: 2020. 12월
- 청계종합사회복지관 → 오전커뮤니티센터 

    ※ 기존 계획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예정

❍ 2021년 1개소 설치장소 변경: 2021. 2월
- 백운커뮤니티Ⅱ → 백운커뮤니티센터

❍ 2022년 1개소 실시설계 완료(오전커뮤니티센터): 2021. 4월
     ※ 2020년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 2021년 1개소 설치 추경예산편성(백운커뮤니티센터): 2021. 5월
       ※ 190백만원(리모델링비 150백만원, 기자재비 40백만원)

❍ 2021년 1개소 실시설계 완료(백운커뮤니티센터): 2021. 7월

❍ 2021년 1개소 리모델링 공사 완료(백운커뮤니티센터): 2021. 11월

❍ 2021년 1개소 개소(백운커뮤니티센터): 2021. 12. 2.(목)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90 190 173 173

2021년 190 190 173 173

 향후계획

❍ 2022년 1개소 설치: 2022. 6월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 

※ 다함께돌봄센터와 복합 설치 

[가족여성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정준모 강구암 한은진

연락처 345-2600 345-2601 345-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