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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사 업 명: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 설치개소: 5개소

❍ 규    모: 개소 당 66㎡ 이상(3.3㎡/명 이상)
❍ 사업기간: 2019. 1. ~ 2022. 6.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25 115 172 233 405

국비 407 62 74 98.5 172.5

시비 518 53 98 134.5 232.5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방과 후 돌봄교실 추가 설치 5개소(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돌봄수요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 10

2019년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1개소)
 ※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구성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운영위원회 설치 

20

2020년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1개소)
 ※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구성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운영위원회 설치 

20

2021년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1개소)
 ※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구성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운영위원회 설치 

20

2022년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2개소)
 ※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구성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운영위원회 설치 

30



 추진실적 

❍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입주민 동의절차 완료: 2019. 2. 25.
- 돌봄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입주민 공고: 2019. 4. 1. ~ 4. 20.
- 공간 인수인계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LH↔시): 2019. 5. 16.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의결: 2019. 7. 18.
- 수탁자 모집 공고: 2019. 7. 25. ~ 9. 17.(3차 공고)
- 수탁자 선정(개똥이네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2019. 9. 25.
- 위·수탁 계약 체결: 2019. 11. 7.
- 리모델링 공사 착·준공: 2019. 11. 13. ~ 12. 7.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19. 12. 18.(개소식 12. 27.)

❍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변경(부곡스포츠센터→부곡동주민센터); 2020. 2. 18

- 설치계획 수립 및 직영방식 운영방법 결정: 2020. 4. 7.

- 리모델링 공사 착·준공: 2020. 7. 2. ~ 7. 30.

- 운영인력(센터장 1명, 돌봄교사3명) 채용: 2020. 8. 3.

- 이용아동모집: 2020. 8. 24. ~ 9. 4.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0. 9. 7.

❍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주민신청(청계마을3단지)에 의한 설치장소 추가 선정: 2020. 2. 21.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심의: 2020. 3. 9. ~ 3. 10.

- 입주민 동의절차 완료: 2020. 5. 4.

- 주민설명회 개최: 2020. 6. 25.

- 공간 인수인계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LH↔시): 2020. 7. 20.

- 수탁자 모집 공고: 2020. 7. 24. ~ 8. 20.(2차 공고)

- 수탁자 선정(개똥이네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2020. 8. 27.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020. 10. 5.

- 리모델링 공사 착·준공: 2020. 11. 6. ~ 12. 4.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2020. 11 ~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0. 12. 28.



❍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새해 주민과의 대화시 왕곡초 인근설치 주민건의: 2021. 2. 23.

- 고천동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내 설치협의: 2021. 3~4월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의결: 2021. 7. 16.

- 수탁자 모집 공고: 2021. 9. 10. ~ 9. 30.(2차 공고)

- 수탁자 선정(사단법인 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희): 2021. 10. 7.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021. 11. 1.

- 리모델링 공사 착·준공: 2021. 10. 20. ~ 11. 17.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2021. 11 ~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1. 11. 30.

❍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 수립: 2021. 6. 2.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의결: 2021. 7. 16.
- 수탁자 모집 공고: 2021. 8. 19. ~ 8. 27.(2차 공고)
- 수탁자 선정(사단법인 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희): 2021. 9. 3.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021. 10. 1.
- 리모델링 공사 착·준공: 2021. 10. 27. ~ 11. 24.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2021. 11 ~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1. 12. 2.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162.5 380.9 101 680.6 1051.6 478.6 96.9 476.1

2019년 128 55 - 73 98 44 - 54

2020년 480.5 136.8 44.2 299.5 452.6 133.6 36.9 282.1

2021년 554 189.1 56.8 308.1 501 301 60 140

[아동청소년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이윤주 정경애 박지연
연락처 345-2760 345-2761 345-2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