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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ㅣ 1

1.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지역사회보장
지표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하여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표, 성과지표, 
산출방식, 자료원 등이 상위사업계획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
으로 재설정되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계획의 범주 또한 사회복지 위주에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찾아가는 복지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화하여 70여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의 충실성,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민.
관이 협력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며, 더불어 제4기 지역보장
계획에서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점추진과제 안에서 분야별 사업계획을 재정
비하고, 중점추진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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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내용 확인: 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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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 사항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복지의왕

정책

목표

및

도출

사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ㆍ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신규)

ㆍ취약보육 어린이집 확충(신규)

ㆍ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신규)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신규)

ㆍ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신규)

•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 확대(신규) 

•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신규)

• 1.3세대 초등 돌봄교실 시범사업(신규)

• 새일여성인턴제(신규)

•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신규)

• 청소년 진로체험 버스지원(신규)

• 청소년진호박람회 개최(신규)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신규)

• Cys-net 사업(신규)

•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신규)

• 유아기 부모교육 지원(신규)

• 어린이집 교사 역량 향상(신규)

• 다문화자녀 공부방 운영(신규)

•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3기)

• 청소년 방과후 배나사 교육장 운영(3기)

• 아동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사업(3기)

•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지정(신규)

•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신규)

• 여성친화 mom편한 협약사업(신규)

• 여성1인 가구 주거안전방범 활동강화(신규)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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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복지의왕

정책

목표

및

도출

사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신규)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신규)
•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신규)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신규)
• 숲 체험 운영 활성화(3기)
•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신규)
• 사랑의 생필품 나눔(신규)
• 긴급 무한돌봄 사업 내실화(3기)
• 봉급우수리사업 확대(3기) 
• 통합김장나눔(3기)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 치매관리사업(신규)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확대(신규)
•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신규)
• 아름채노인복지관별관 건립(신규) 
• 인생3모작 프로젝트(신규)
• 함께 하는 행복일터 “더 플러스 카페”(3기)
• YES마켓(3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신규)
• 지역역량 강화사업(신규)
• 보행친화형도로 개선사업(신규)
•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신규)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신규)
•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신규)
• 마을만들기 지원 강화(신규)
• 쉐어블프로젝트(신규)
•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지원(신규)
• 성인 문해교육사업(3기)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 평생학습 공간확충 운영(신규)
• 통합일자리 위원회(신규)
•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신규)
• 장애인 직업탐색박람회(신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신규)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규)
•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신규)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신규)
• 인적안정망운영(신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신규)
• 지역축제 지원사업(3기)
• 이용자 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육사업(3기)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3기)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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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19년 개선 계획

○ 제3기 의왕시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 계획수립, 실행과정, 계획평가-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과제

○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이전 계획수립의 평가에 의한 유형화
 - 제1기(2007년~2010년), 제2기(2011년~2014년), 제3기(2015년~2018년)복지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유형화 작업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과정 분석과 문제개선 방안, 총괄평가 결과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2015~2018)의 연계성 분석 및 지속성 반영

○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 욕구조사 사전 지표선정과 조사항목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부여
 - 복지수요 분석과 전망: 지역주민 수요파악, 이용자 복지욕구 조사, 현황분석
 - 복지공급 분석과 전망: 지역자원 진단
 -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흐름 분석 대응방안: 관련계획 검토, 공급 전망을 통하여 

인프라 재구축 
 -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및 절차
 -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에 필요한 지표개발 

○ 자체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체적 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 협의체 위원의 자조적 역할 강화
 - 전문가 참여활동 기회 확대 및 지속방안

○ 행·재정계획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지역의 일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안 반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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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
 - 체계모델에 따른 유형별 표본선정(기준점)과 비교
 - 주요특징 및 방향설정
 -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
 - 비전 및 전략목표
 -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과정
 - 시민 대상 의왕시 복지비전, 아이디어 공모전
 - 시민 공청회
 - SNS를 통한 사회복지 공감 릴레이
 -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 공약점검 및 의견수렴
 - 유형별 Focus Group Interview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일반시민, 

공무원, 기관종사자 및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Focus Group을 만들어 의왕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인지와 복지자원이용 및 욕구,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 
등에 관한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
 -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정책 설계
 -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 

상승 작용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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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자체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

○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이전 계획수립의 평가에 의한 유형화
 - 제1기(2007년~2010년), 제2기(2011년~2014년), 제3기(2015년~2018년)복지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유형화 작업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과정 분석과 문제개선 방안, 총괄평가 결과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2015~2018)의 연계성 분석 및 지속성 반영

○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 욕구조사 사전 지표선정과 조사항목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부여
 - 복지수요 분석과 전망: 지역주민 수요파악, 이용자 복지욕구 조사, 현황분석
 - 복지공급 분석과 전망: 지역자원 진단
 -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흐름 분석 대응방안: 관련계획 검토, 공급 전망을
   통하여 인프라 재구축 
 -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및 절차
 -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에 필요한 지표개발 

○ 자체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체적 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 협의체 위원의 자조적 역할 강화
 - 전문가 참여활동 기회 확대 및 지속방안

 ○ 행·재정계획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지역의 일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안 반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비전–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
 - 체계모델에 따른 유형별 표본선정(기준점)과 비교
 - 주요특징 및 방향설정
 -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
 - 비전 및 전략목표
 -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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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과정
  - 시민 대상 의왕시 복지비전, 아이디어 공모전
  - 시민 공청회
  - SNS를 통한 사회복지 공감 릴레이
  -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 공약점검 및 의견수렴
  - 유형별 Focus Group Interview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일반시

민, 공무원, 기관종사자 및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Focus Group을 만들어 의왕
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인지와 복지자원이용 및 욕구,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 등에 관한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
  -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정책 설계
  -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  

마킹, 상승 작용을 기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및 기대 효과>

취지 기대효과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

지자체의 주도성 향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 설계

국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사회
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 상승작용을 기대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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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확대
   -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로 종합적인 상담ㆍ정보의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의왕시 아동 돌봄 관련 기관들의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 아동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장애 아동 돌봄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장애 아동 돌봄 관련 기관들의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인 돌봄과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로 시설ㆍ기관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의왕시 성인 돌봄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인 
돌봄 관련 시설ㆍ기관을 확대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장애인 돌봄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 돌봄 관련 기관의 확대 설치, 
전문 인력 확보,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아동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육
부담도 매우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왕시 보육시설을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많은 부부들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간 시설보다는 국ㆍ공립 시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방과후 학교, 아이 돌봄서비스 등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양육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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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의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 향후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지 않아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들
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 전문 인력 확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지원, 가사
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의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향후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서비스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 전문 인력 확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기초생활 유지와 관련한 사회관계망 유지
   -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로 시설ㆍ

기관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의왕시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시설ㆍ기관을 
확대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유지 
관련 기관들의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생활 유지 관련 기관의 확대 설치, 전문 인력 확보,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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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및 가족의 안녕에 대한 욕구반영
   - 가족 내ㆍ외 보호ㆍ안전과 관련한 어려움이 높지는 않지만,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여 관련 시설ㆍ기관을 이용하기를 워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 학대 및 폭력, 이웃 등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에 대하여 개입ㆍ해결할 수 있는 관련 시설ㆍ기관의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의왕시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차원에서 
관련 기관ㆍ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 
내ㆍ외 보호와  관련된 시설ㆍ기관을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 중 언제든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 비해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여 관련 시설ㆍ기관을 이용하기를 워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체적 건강 관련 기관들의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의왕시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한편,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이 높지는 않지만,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로 시설ㆍ기관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필요함

  ○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욕구 반영
   -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창업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상담ㆍ정보의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왕시 주민들 대상의 취업/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확충, 전문 인력의 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취업/창업활동과 관련된 기관ㆍ시설들의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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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 사회보장 영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계층은 노인이고, 향후 추진 대상
층도 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의왕시 사회
보장은 전체 주민 중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고, 향후에도 
노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노인  
중심의 의왕시 사회보장이 이제는 다양한 계층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살기 좋은 의왕시를 위한 실천으로 
일자리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의왕시에서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질 있는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하고, 민간기관에서도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2-1> 주요 조사대상

대 상 영 역  세 부 내 용

인 적 자 원  ◦ 복지부문 종사인력, 잠재적 인력pool(자원봉사 희망자 등), 후원가능 인력

물 적 자 원
 ◦ 복지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공공 및 민간)의 분야별․종류별 조직 수, 규모, 
    운영현황, 이용률 등

재 무 자 원  ◦ 시(市) 지원예산, 민간 운영재단 및 후원기관의 역량 등

서비스 자원  ◦ 운영방식,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과 내용

복지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복지클라이언트 및 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연계실태 및 특성  
    등(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복지분야별 협의 체제 및 기구 등)

<표 2-2> 분야별 조사내용

조 사 분 야 세부 조사내용

지역사회 일반현황
 ◦ 인구현황 및 특성,  사회복지대상 현황, 지리적 여건, 교통, 경제구조 및 산업현황,  
    교육·문화현황, 의왕시 예산현황(전체규모 및 사회복지분야별), 기타 지역  
    현안과제 및 복지분야 사업계획 등

관련기관의 현황과 정책  ◦ 중앙정부, 경기도 및 의왕시의 복지정책 방향

복지공급자 현황

 ◦ 복지공급자 일반현황: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관련기관 설치현황: 지역별 분포, 대상인구, 운영규모, 후원기관, 이용률,  
    재무지원, 적용기준 등
 ◦ 기관별 시설․인력현황: 서비스 제공자, 참여전문가, 자원봉사 인력 등
 ◦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수행사업의 내용, 제공 서비스(프로그램), 시설 간 연계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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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복지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거버넌스 구축과 개방과 공유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어진 환경과 자원에 대한 분석

이 정확히 이루어지며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복지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기관의 역할을 통합하고 조정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기관 간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전체 경쟁력을 
키우도록 함 

○ 상호 간 통섭(Convergence)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 지역 커뮤니티 확대를 통하여 계획수립 진행 과정에서 협의와 소통을 강화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가능한 방법으로 Focus를 맞추고 접근하는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함.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의 체계적 
재배치와 비전의 공유,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함 

○ 상호 협력규범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과 일관성, 

연속성이 확보된 계획으로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함. 각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면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상호 협력 규범이 
강화되어야 함 

○ 공공선 확대를 통한 사회공헌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불평등의 시정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 구축, 인력 및 재정계획 등에 개인이나 한 기관
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공공선의 가치가 보장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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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비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복지의왕

목표 ▶ 개방과 공유중심의 사회복지 플랫폼 마련

추진

전략
▶

추진전략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 2.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기반 확대

추진전략 3.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4.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

편의 서비스 강화

추진전략 5.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

세부

사업
▶

•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신규) 

• 치매관리사업(신규)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확대

(신규)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신규)

• 취약보육 어린이집 

확충(신규)

•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신규)

•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신규)

• 마을만들기 지원 

강화(신규)

•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신규) 

•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 확대

(신규) 

•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신규)

• 쉐어블 프로젝트

(신규)

• 서로함께 경로당 

프로젝트(3기)

• 지역축제 지원사업

(3기)

•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신규)

• 통합브랜드, 공동

마케팅 지원(신규)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신규)

• 통합 일자리위원회 

(신규)

•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지원(신규)

• 장애인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신규)

•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신규)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신규)

•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신규)

• 새일여성 인턴제

(신규)

• 인생3모작 프로

젝트(신규)

• 함께하는 행복일터 

“The Plus 카페”(3기)

• YES 마켓(3기)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신규)

•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사업(신규)

• 평생학습 공간

확충 운영(신규)
• 청소년진로체험

버스 지원(신규)

•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신규)

• 청소년 꿈누리 

카페 운영(신규)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신규)

• CYS-Net 사업(신규)

•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신규)

• 유아기 부모교육 

지원(신규)

• 어린이집 교사 

역량 향상(신규)

• 다문화자녀 공부방 

운영(신규)

• 성인 문해교육 

사업(3기)

• 의왕아카데미 운영

(3기)

•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3기)

• 청소년 방과후 

“배나사” 교육장 운영(3기)

• 아동·청소년 해외

교류 지원사업(3기)

• 이용자 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육

사업(3기)

•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운영(신규)

• 보행친화형 도로

개선사업 추진(신규)

• 지역역량 강화사업

(신규)

•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신규)

• 아동청소년 안전

구역(Teen safety 

zone)지정(신규)

•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신규)

• 여성친화 Mom

편한 협약사업(신규)

• 여성1인 가구 주거

안전방범 활동강화

(신규)

•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 체크(신규)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3기)

• 숲 체험 운영 활성화

(3기)

•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도입(신규)

•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신규)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신규)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규)

•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신규)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신규)

• 인적안정망운영

(신규)

•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신규)

• 사랑의 생필품 나눔

(신규)

• 긴급 및 무한돌봄 

사업 내실화(3기)

• 봉급우수리사업

확대(3기) 

• 통합 김장나눔(3기)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캠프(3기)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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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 추진전략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2018 2019 2018 2019

추진전략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1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
O

작은도서관(북카페)확충 - 2
- 254

시민커뮤니티센터건립 - -

세부사업 2
치매관리사업 O

치매조기 검진율 - 12%
257 515

치매환자 등록률 - 34%

세부사업 3
취약 보육 어린이집 

확충
O 취약보육 어린이집 

확대 4 8 196 392

세부사업 4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O 센터개소 - 1 - 115

세부사업 5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요리교실운영횟수 - 18
- 9

정리수납 강의횟수 - 12

세부사업 6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확대

설치건수 25 - 8.8 -

세부사업 7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건립건수 - - - 276

세부사업 8
마을만들기 
지원강화

사업건수 14 15 70 100

세부사업 9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집 지원사업 - 1 - 40

세부사업 10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 

확대

운영건수 - 4 128 78

세부사업 11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이용자 증가율 3% 3% 106 112

세부사업 12
쉐어블 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 - 4.0
100 100

참여자수 630 648

세부사업 13
서로함께 경로당 

프로젝트
프로그램운영 경로당수 50 60 65 82

세부사업 14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철도축제)

참여자수 120,000 120,000 365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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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전략 2.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사업이력

2018 2019 2018 2019

추진전략 2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기반 확대

세부사업 1
지역화폐발행

O 지역화폐발행 - 240 - 400

세부사업 2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O 개발 건수 - 100% - 20

세부사업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O 참여자수 20 40 222 1,183.7

세부사업 4
통합일자리

위원회

통합일자리 위원회 
구성 - 1

- -
정기회의 진행여부 - 1

세부사업 5
중고등학교 교복무상지원

신입생 수
대비 교복지급률 - 100% - 450

세부사업 6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운영 - 1 - -

세부사업 7
장애인 직업탐색박람회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여부 - 1 - -

세부사업 8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주거급여량70% 1,700 2,000 2,200 2,200

세부사업 9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량 70% 2 3 20 30

세부사업 10
새일여성 인턴제

인턴채용자 13 13 39 39

세부사업 11
인생3모작 프로젝트

참가자수 - 50 - 40

세부사업 12
함께하는행복일터
 “The Plus 카페” 

카페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 - 23 22.4 23.5

세부사업 13
YES 마켓

마켓참여수 400 40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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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3.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성과

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사업이력

2018 2019 2018 2019

추진전략 3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플랫폼 

구축
세부사업 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및운영

O 청소년
문화의집건립 1 1 3,453 1,652

세부사업 2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O 이용인원수 3,000 3,050 334 364

세부사업 3
평생학습

공간확충운영
O 학습공간 80%이상

확충 - 20 - 100

세부사업 4
청소년진로체험 

버스지원
연간버스지원규모 200 200 50 60

세부사업 5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 참여자만족도 70% 70% 88 88

세부사업 6
청소년 꿈누리카페운영 이용인원 60,000 60,000 331 347

세부사업 7
청소년동아리활성화 참여 동아리수 50 50 287 274

세부사업 8
CYS-Net사업

운영위원회 65 65
47 51실행위원회 88 88

1388교사지원단 60 60
세부사업 9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교육참여자수 - 20 - 0.24

세부사업 10
유아기 부모교육지원 교육 참여자수 - 1,800 - 31.7

세부사업 11
어린이집

교사역량향상

어린이집교사 
역량강화 - 80 - 30

세부사업 12
다문화자녀
공부방운영

다문화
자녀공부방운영 50 60 8 8.5

세부사업 13
성인문해교육사업

문해교육 참여자수 
80% 169 160 49 40

세부사업 14
의왕아카데미 운영 참석자수80% 3,394 2,700 44 35

세부사업 15
저소득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모집 인원수 50 50
212 234

출석률 80% 80%

세부사업 16
청소년방과후

“배나사” 교육장운영

모집인원수(20명)대
비 교육수료율70% 80% 90% 12.8 11.2

세부사업 17
아동,청소년해외교

류 지원사업
횟수 및 목표인원 32 32 39 36

세부사업 18
이용자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교육 사업

참여자수 60 6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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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4.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성과

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사업이력

2018 2019 2018 2019

추진전략 4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

편의 서비스 강화

세부사업 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운영
O 시민참여단

정기활동횟수 4 4 3 3

세부사업 2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추진
O 보행친화형 

도로개선 1 1 300 200

세부사업 3
지역역량 강화사업 O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행사
1,000 1,000 84 112

세부사업 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O 달성률 3 4 30 40

세부사업 5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Teen safety 
zone)지정

아동청소년안전
구역 설치수 - 5 - 1.5

세부사업 6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등원차량
시스템 

100%도입
- 13 - 26

세부사업 7
여성친화

Mom 편한 
협약사업

추진실적 1 1 30 30

세부사업 8
여성1인 가구 
주거안전방범 

활동강화

홈방범 
서비스설치 25 10 4 1.5

세부사업 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목표대비실적 - 1,000 - 10

세부사업 10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참여자수 1,000 1,000 0.8 0.8

세부사업 11
숲체험운영 활성화

숲체험
프로그램운영 80 1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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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5.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성과

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사업이력

2018 2019 2018 2019

추진전략 5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

세부사업 1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O 복지플래너 

지정인원 - 6 - -

세부사업 2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O

1004나눔
모금액 - 84,000

- -
특화사업
추진건수 30

세부사업 3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O

사무국
추진조례개정 - 1

135.3 138
사무국 수 - -

세부사업 4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통보
대상자 처리건수 - 1,000 - -

세부사업 5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수 - 1,440 - -

세부사업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동담당자 사례관리 
건수 - 30 - 8

세부사업 7
인적안전망운영

위원교육 - 12
- 6복지사각지대발굴

활동 - 12

세부사업 8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
활동참여자수 - 100 - 1.5

세부사업 9
사랑의 생필품 나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80%
이상 전달

- 200 - 1.7

세부사업 10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내실화
위기가정지원 건수 - 640 - 545

세부사업 11
봉급우수리사업 확대

봉급 우수리 
참여자 수 - 309 - -

세부사업 12
통합 김장나눔

김장김치(13kg) 
지원수량 - 2,300 - 75

세부사업 13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참여대상자수 23 30 9.4 12

세부사업 14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보수교육비지원
대상자 수 140 150

12.8 14.2
상해보험비 지원

대상자수 37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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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변경사유

①�수요변화:� 관련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내용� 변경

②�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③�관련� 법� 및� 정책� 변화,� 전달체계,� 법·조례,� 상위계획·정책� 변화

④�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의� 변화

⑤�목표� 달성� 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기타(사유:� � )

구분 과제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안건번호) 

세부
사업

2-6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삭감
으로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세부
사업

2-7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

(함께가는고용현장
-파트너잡)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삭감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세부
사업

2-13 YES 마켓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증액
으로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세부
사업

3-18
이용자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육사업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증액
으로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세부
사업

4-5
아동청소년 

안전구역(Teen 
Safety Zone) 지정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증액
으로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세부
사업

5-9

사랑의 생필품 
나눔(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생필품 
나눔 행사)

변경

예산 변경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대비 2019년 예산증액
으로 변경)

②자원 및
 예 산 변 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
(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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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1-1. 커뮤니티 시설 설치 확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커뮤니티 시설 설치 확대 서지연
박선영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독서진흥팀
독서진흥팀

031-345-3662
031-345-2642

  (1) 추진 배경 
  - 시민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생활권내에 시민 복지·편의 시설 확충

  (2) 사업 목적  
  - 주민의 생활 속에 작은도서관(북카페)을 확충하고, 독서문화활동에 기반한 마을 

커뮤니티 활동 환경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민선7기 주요공약사항 및 시장지시사항(2018. 7. 6.)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작은도서관(북카페) 6개소(동별 1개소)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작은도서관(북카페)

   - 방    법: 공공시설(스포츠센터 등) 유휴공간활용, 주택밀집지역 내 건물
               임대·매입으로 작은도서관(북카페) 확충
   - 규    모: 개소당 33㎡~165㎡
   - 내    용: 도서, 컴퓨터, 탁자, 의자 등 물품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조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중앙도서관: 부곡,오전,고천권역 조성

-내손도서관: 내손1·2동, 청계권역 조성
- 자원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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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1건) 2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54

지방비

소계 156

시도비 - 156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국비) 98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작은도서관(북카페)확충 확충개소수 사업결과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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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 치매관리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2 치매관리사업 홍성옥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031-345-3856

  (1) 추진 배경 
    ○ 연도별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왕시
인구

총인구 159,673 157,740 156,763 155,767 153.752

65세 이상 15,125 16,338 16,912 18,198 18,837

비율 (9.47%) (10.35%) (10.78%) (11.68%) (12.25%)

치매
추정
인구

치매노인 1,423 1,560 1,640 1,788 1,861

치매노인
증가수 66 137 80 148 73

증가율 4.8% 9.6% 5.1% 9.02% 4.08%

유병률 9.41 9.55 9.70 9.83 9.91
  

  ※ 자료원: 중앙 치매센터 홈페이지 통계자료(연도별 경기도 유병률)
            의왕시 주민등록 통계(2018.08.기준)
   - 의왕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0.35%에서 2018년 8월 31일  기준

으로 12.2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2.72% 증가하였으며, 치매 

유병률은 0.5% 증가하였음 

  (2) 사업 목적  
  - 치매예방관리, 조기진단,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 돌봄 부담 경감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사회적 비용 경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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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주민등록기준 60세 이상 인구를 목표 대상으로 함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치매조기검진 

    ㉮ 치매선별·정밀검사 
      - 대상: 만6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MMSE-DS 검사 후 인지 저하 자 진단검사 실시 및 감별검사 의뢰
    ㉯ 치매이동검진
      - 대상: 관내 6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경로당 및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 등 에서  치매 선별검사    

 (MMSE-DS) 및 치매 예방교육 실시
  ○ 치매환자등록관리 
    ㉮ 치매환자 등록
      - 대상: 치매 진단 자
      - 내용: 치매 조기검진사업 시 인지 저하자 정밀검진 후 치매 진단 자에 대하여 

등록 처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치매 약 복용 중인 치매등록환자
      - 내용: 월 3만원 상한 내 치매 진료비 ·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 사례관리 
      -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 환자
      - 내용: 맞춤형 찾아가는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 예방관리교육 
    ㉮ 인지강화 교실
      - 대상: 경도인지장애 및 정상 어르신
      - 내용: 두근두근 뇌 운동, 기억청춘학교
      - 장소: 보건소 및 내손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 내용: 치매예방수칙 등 교육
      - 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의왕시 ㅣ 25

    ㉰ 쉼터운영(인지재활) 
      -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 내용: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건강프로그램 및 돌봄 
    ㉱ 치매 파트너 모집
      - 대상: 초등학생 이상 
      - 내용: 치매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고 지지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내용
  ○ 치매가족 관리
    ㉮ 치매가족 교실
      - 대상: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 내용: 치매의 이해, 돌봄의 원칙과 방법 등 
    ㉯ 자조모임
      - 대상: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 내용: 가족 간 정서 및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서비스연계 및

프로그램 연계·지원
공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왕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노인복지관

(아름채, 사랑채)
노인돌봄서비스 등

민간기관 치매협회 치매관련프로그램 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860 1,961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57 515

지방비

소계 114 103

시도비 7 15

시군구비 107 88

기타(재원명칭:  기금  ) 14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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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치매 조기검진율
선별검진수/

60세이상 인구수*100
치매관리시스템 12%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등록/

치매추정인구*100
치매관리시스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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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 취약보육 어린이집 확충(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3 취약보육 어린이집 확충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주은정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3

  (1) 추진 배경 
  - 최근 장애아, 발달·지체 우려아동 등의 증가와 어린이집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양
질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 목적  
  - 장애통합어린이집 확충으로 장애아, 발달·지체 우려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제공
  - 시민이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국공립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운영
   - 장애아, 발달지체 우려아동 우선 이용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예산지원

공공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운영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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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4 8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96 392

지방비

소계 196 392

시도비 173 346

시군구비 23 46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취약보육 어린이집 확대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운영관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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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4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4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신성숙 교육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31-345-2611

  (1) 추진 배경 
  - 초등돌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양육부담 증가

  (2) 사업 목적  
  -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6학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방과 후 돌봄, 숙제지도, 독서지도, 간식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청 예산 및 인력 지원

자원 및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공공기관 군포의왕교육청 프로그램, 인력 지원

민간기관

시니어클럽 노인인력 지원

자원봉사센터 인력 지원

체육회 체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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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15

지방비

소계 - 53

시도비 - -

시군구비 - 53

기타(재원명칭:    국비      ) - 62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센터 개소 센터 수 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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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5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5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 031-345-2422

  (1) 추진 배경 
  - 스스로 식생활 해결이나 주변 환경 정리 등이 미숙한 남성어르신에 대하여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 지원     

  (2) 사업 목적  
  - 남성 독거어르신이 자기관리 능력을 가짐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삶 영위하도록 함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2(통합사례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 연중 
   ② 사업 대상: 지역 내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요리교실 운영 및 정리수납 강좌 등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사업기획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 주민센터 참여대상자 발굴

민간기관

협력기관 서비스 제공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자 및 협력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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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3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9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요리교실 운영 횟수 3회*6개동 = 18회 추진공문 18

정리수납 강의 횟수 2회*6개동 = 12회 추진공문 12



 의왕시 ㅣ 33

 6) 1-6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확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6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확대 조영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45-2472

  (1) 추진 배경 
  - 독거노인의 증가 및 보호의 필요성 증대

  (2) 사업 목적  
  -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실제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노인 및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
   ③ 사업 내용: 독거노인 댁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

민간기관 아름채노인복지관 실무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5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8 -

지방비
소계 8.8 -

시도비 - -
시군구비 8.8 -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설치건수 건 설치공문 확인 0



 의왕시 ㅣ 34

7) 1-7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7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조영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45-2472

  (1) 추진 배경 
  - 아름채노인복지관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2) 사업 목적
  - 아름채노인복지관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60세 이상 주민
   ③ 사업 내용: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 2019년: 실시설계 추진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 -

민간기관 아름채노인복지관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276

시도비 - -

시군구비 - 276 설계비용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건 건 준공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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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8 마을만들기 지원 강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8 마을만들기 지원 강화 김병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031-345-2938

  (1) 추진 배경 
  - 도심의 쇠퇴에 따라 위축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필요

  (2) 사업 목적  
  - 주민주체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 만들기 원활한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의왕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거주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온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예산확보, 사업공모 공모사업 추진 주민제안 공모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4 15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70 100

지방비
소계 70 100

시도비 - -
시군구비 70 100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사업량 년간 사업 건수 사업선정 공고(의왕시) 15



 의왕시 ㅣ 36

9) 1-9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보육교사 고충심리상담사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9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보육교사 고충심리상담사 운영)

김현주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1

  (1) 추진 배경 
  - 영유아 양질보육,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시민 육아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운영하여 상담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적  
  - 보육교사 고충·심리 상담사 운영으로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감 유도
  - 시민 육아상담으로 보육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보호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충·심리상담사 배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보육 고충·심리상담실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예산지원

-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고충심리상담실 운영

민간기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신청
시민 육아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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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40 -

지방비

소계 - 40 -

시도비 - 20 -

시군구비 - 20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어린이집 지원사업 고충‧심리상담사 운영 운영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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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0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신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0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신규) 김현주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1

  (1) 추진 배경 
  -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부담 경감과 성장발육에 적합한 장난감들을 지자체에서 

무상 대여하고, 어린이와 보호자와 함께하는 자유놀이시설 공간 확보로 부모력 
향상 도모

  (2) 사업 목적  
  -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부담 경감 및 성장발육에 적합한 장난감 무상대여
  - 자유놀이실 및 프로그램 이용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장난감도서관 4개소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장난감도서관 4개소 조성 및 운영
   - 자유놀이시설 2개소 및 영유아프로그램실 조성 및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장난감도서관 조성

-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기관 시민 장난감도서관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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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4 4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28 78 -

지방비

소계 128 78 -

시도비 - - -

시군구비 128 78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장난감도서관 및 
자유놀이시설 운영

장난감도서관 및 
자유놀이시설 운영

운영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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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1.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1.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구현아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345-2454

  (1) 추진 배경 
  -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확대
  - 도시화, 핵가족화,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이웃 간 네트워크 약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마을 육아공동체 구현
  -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나 공적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

  (2) 사업 목적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적 공간 조성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며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만9세 이하(공동육아 만18

세 미만) 아동 및 (조)부모
  ③ 사업 내용
    - 신규 육아나눔터 설치 
    - 육아나눔터 운영: 품앗이 그룹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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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신규 설치, 예산 지원 및 운영관리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공간이용, 품앗이 

그룹활동, 

프로그램 참여

동 주민센터 장소 및 시설 제공

민간기관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개소 5개소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18 112

지방비

소계 90 91

시도비 18 15

시군구비 72 76

기타(재원명칭: 국비/기금 ) 28 21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이용자 증가율
(2019년참여자수-2018년참여자수)/2018년 

참여자수*1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산 보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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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2 쉐어블프로젝트(나누면 가능하다)(신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2 쉐어블프로젝트(나누면 가능하다)(신규) 김동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345-2414

  (1) 추진 배경 
  -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의 노화나 부재 시 시설로 

가거나 무기력한 인간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음. 그러나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발달장애인 일지라도 익숙한 지원관계망과 본인이 반복된 
동선으로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라면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과 자립을 영위
할 수 있음.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즉 
마을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함

  -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주민들이 가진 일터, 삶터, 놀이터 등의 자원을 공유
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나눔문화, 즉 쉐어블 문화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의왕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설치된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2017년
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나누면 가능하다 ‘쉐어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지원이 예정되어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
으로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추진기관 네트워크 및 그동안 발굴된 쉐어블
나눔 이웃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쉐어블센터(자원을 제공하는 주민과 이용발달장애인을 교육하고 연계하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 쉐어블문화(장애극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일터, 삶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내어놓고 공유하는 문화)의 지역사회 정착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정착율 증대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가족지원)
  -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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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관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기업 및 업체
   ③ 사업내용(급여‧서비스): 나누면 가능하다 ‘쉐어블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달장애인 

친화마을만들기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장소지원/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쉐어블나눔이웃 

참여일터, 삶터, 

놀이터 관련 

자원공유
민간기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홍보 및 진행

관내 복지기관 및 

유관단체
사업공동진행 및 업무협력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30 648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00 100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정후원금)
100 10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장애인식개선 100명*연1회*80% 장애인식개선 조사 4

참여자 수 3%증가 실적보고서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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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13 서로 함께 경로당 프로젝트(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3 서로 함께 경로당 프로젝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이동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45-2474

  (1) 추진 배경 
  - 경로당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지원하여 여가복지
시설로서의 기능강화

  (2) 사업 목적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으로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경로당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기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인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모니터링

경로당 장소지원, 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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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0 6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66 72

지방비

소계 66 72

시도비 1 1

시군구비 65 71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프로그램운영 

경로당 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경로당 현황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DB관리 시스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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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14 지역축제활성화지원사업(철도축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4 지역축제활성화지원사업(철도축제) 강구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팀 031-345-2532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의 철도 인프라와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다양

하고 특색있는 철도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 철도특구 지정 도시에 맞는 철도축제 개최

 - 기차 관련 특색있는 참여·체험프로그램과 축제 캐릭터 개발로 타 축제와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을 위한 철도박물관 무료개방과 코레일, 교통대학교, 레일
파크, 레솔레파크 등 지역 내 철도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상생하는 
축제문화 창출

(2) 사업 목적  
 - 지역의 철도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왕철도축제 개최
 - 철도특구 지정(2013.9.6.)으로 철도산업과 철도문화 콘텐츠개발을 통한 전국 규모의 

경쟁력 있는 축제 브랜드로 발전시킴

(3) 사업 추진 근거: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5월 5일(전후 3일간)
 ② 사업대상 및 인원: 지역주민 누구나 200,000명 이내
 ③ 사업내용: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 진행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체육과 예산지원/인력지원/장소·장비 지원 등

- 공동의사결정

- 공동진행
축제참여

공공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체험 부스운영 및 인력지원

민간기관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

인력지원

자원봉사센터 인력지원

시위탁기관 등 체험 부스운영 및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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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관람객 100,000명 관람객 100,00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65 280

지방비

소계 365 280

시도비 - -

시군구비 365 280

기타(재원명칭:              )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인원
참여율:전년대비 참여인원의 

증가비율 측정

2018년 의왕철도축제 

결과보고
1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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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1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김지연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31-345-2352

  (1) 추진 배경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비패턴 변화 

및 이용자 편의성 등으로 전통시장 매출비중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의왕시는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등 대도시들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타시로 나가 소비하는 경향이 많아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2) 사업 목적  
  -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 12월(계속)
   ② 사업 대상: 시민, 골목가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발행일: 2019. 1. 15.
     - 발행규모: 30억 원
     - 종류: 2종(5천원권, 1만원권)
     - 구매처: 관내 농협 13개소
     - 사용처: 골목가게, 소상공인 등 가맹점
     - 내용: 일반발행 (할인율 6~10%) 및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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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기업일자리과 사업 추진 및 총괄

간담회 및 회의 

추진

홍보 및 제안 

지역화폐 적극 

사용

사회복지과

보건소
정책수당 지급

공공기관
의왕도시공사

등 위탁기관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

민간기관

관내 농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소상공이 

연합회 등
지역화폐 홍보 등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40백만원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00

지방비

소계 400

시도비 190

시군구비 21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지역화폐 발행
판매액 =

발행액 * 80% 이상

판매대행점 

판매실적 자료
2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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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2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신석우 기업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 031-345-2372

  (1)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브랜드와 공동마케팅 필요

  (2)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간 통합

브랜드와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29개 업체(일반협동조합 18, 사회적협동조합 5, 마을기업 1, 생협 1, (예비)

사회적기업 4)
   ③ 사업 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기업일자리과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개발 및 지원

개발 및 지원 참여 개발 및 지원 참여

민간기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개발 및 지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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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20

지방비

소계 - 20

시도비 - -

시군구비 - 20

기타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통합브랜드 제작 및

공동마케팅 개발 건수

(개발 건수/목표 건수)

×100
지원 계획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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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 내일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 내일로) 이은정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 031-345-2463

  (1) 추진 배경 
  -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기반 기업에서 지역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는 인건비를, 채용된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등의 교육비 지원

  (2) 사업 목적  
  -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인력난, 경영난 해소 및 청년 실업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관내 청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청년 1인당 인건비 80%를 2년간 지원(최대 월160만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인건비 보조 및 직무교육

사업참여 신청서,

근로지원 협약서
사업참여 접수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기업 관내 실업청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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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0 4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22 1,183.7

지방비

소계 87 463.7

시도비 26.1 139.7

시군구비 60.9 324

기타(재원명칭:   국비 ) 135 72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자 수 40명 * 1식 선정결과 문서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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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4 통합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4 통합일자리위원회 운영 송인숙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1-345-2473

  (1) 추진 배경 
  -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
   ‧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노인, 신 중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의 

일자리가 각 대상별로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추진 기관들의 정보파악과 협력 필요
  -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중복 일자리는 통합하고, 참여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필요

  (2) 사업 목적
  - 의왕시의 사회적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일자리사업을 공유·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특성과 참여자들의 능
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일자리 담당 기관 대표자 또는 실무자
   ③ 사업 내용: 연1회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 위촉방식이 아닌 해당 실무 담당자 중심의 논의 구조

구    분 회  의  내  용 시 기

정기회의

○ 기관별 일자리사업 추진내용 공유

○ 당해 연도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평가 및 차년도 방향 논의

○ 의왕시 적합형 일자리 개발(통합 및 신규 일자리) 등

4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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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 자 체

의왕시청(사회복지과) 일자리 정책 공유

공동 진행

-
의왕일자리센터 〃

의왕여성새일센터 〃

공공기관 의왕도시공사 일자리 채용 방안 모색

민간기관

의왕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방안

참여자 및 수요처 

의견 수렴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

사랑채노인복지관 〃

아름채노인복지관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일자리 참여방안

행복연대 징검다리 〃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건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

지방비

소계 - - -

시도비 - - -

시군구비 - -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통합일자리 위원회 구성 매년 구성 여부 위원회 명단 1건

 정기회의 운영 여부 회의 진행 횟수 회의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1회



 의왕시 ㅣ 56

 19) 2-5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 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5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 지원 김규선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031-345-2272

  (1) 추진 배경 
  - 복지자원의 공유와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체계 구축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2) 사업 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10월 초 공포)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교복구입비 지급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

의사결정

공동진행
교복 구입공공기관 학교 교복 일괄 구입 및 배부

민간기관 교복 회사 교복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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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400/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50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45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교복구입비

지원 학생수

교복지원 학생수/

전체 학생수*100%
교복지원 학생수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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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6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실무분과 담당 전화번호

2-6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최미선 031-345-2413

  (1) 추진 배경 
  - 예비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의왕시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구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도모 및 장애인생산품(제과·제빵·커
피)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타 지역 경우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인쇄·제조·제빵 등 다양한 사
회적기업이 있으나, 현 의왕시에서는 장애인 사회적기업 업종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되며, 이중 제과·제빵·커피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무 함. 현재 의왕시 내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제과·제빵·커피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부분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한다면 충분이 수익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사료 됨. 또한, 이러한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은 장애인일자리 창출 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임

  (2) 사업 목적  
  - 장애인 고용 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장애인일자리 확대 마련
  - 장애인생산품(제과·제빵·커피)기반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TF팀 구성(공공기관, 민간기관, 민간기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예비사회적기업 TF팀 구성(공공기관, 민간기관, 민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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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멘토 및 지원

창업 준비 

자원봉사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지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 창업 멘토
창업 사업품목 컨설팅  등 

지원

민간기관

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적극 
추진

민간기업 여산f&b 생산품 컨설팅 자문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준비

장애인 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 자문
대상사업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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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7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함께가는 고용현장- 파트너잡)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실무분과 담당 전화번호

2-7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
(함께가는 고용현장- 파트너잡)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최미선 031-345-2413

  (1) 추진 배경 
  - 의왕시일자리박람회를 매 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참여가 전무

하여 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구직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직업탐색박람회를 통하여 장애인일자리, 직업탐색, 재활훈련 등 다양한 영역을 
체험하고 실질적인 구직장애인이 취업 전이가 이루어지는 특성화된 직업탐색 박람회를 
개최 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다양한 고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왕시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 연1회 개최
  - 직업탐색 박람회를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마련 
  -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구직장애인 발굴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기업체, 관공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직업탐색 박람회 자료 수집
     - 박람회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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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장소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박람회 참가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스참여

(구직장애인 사후관리 
시스템 연계)

민간기관

경기 서ㆍ남부권 
장애인복지관

(희망나래장애인
복지관 외7개소)

부스운영
(직업상담, 직업평가, 

체험부스 운영)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부스운영
(장애인생산품 홍보)

민간기업
부스참여

(면접진행, 면접 메이크업, 
사진촬영, 면접 복장 체험 등)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직업탐색 박람회 

자료수집

직업탐색

박람회 관람
결과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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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8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8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차주원 희망복지과 생활보장 031-345-2442

  (1) 추진 배경 
  -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라 저소득계층이 점차 살 공간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시장보다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도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를 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 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 완화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
  - 주거급여법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희망복지과 예산지원

-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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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700명/1건 2,000명/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200 2,500

지방비

소계 220 250

시도비 66 75

시군구비 154 175

국비 1,980 2,25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주거급여량 

80%[목표대상자(B): 

1700명실제(A)

B/A*100+80%
주거급여 대상자 

계좌입금 황인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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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9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9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차주원 희망복지 생활보장 031-345-2442

  (1) 추진 배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의 수입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계층으로 집수리를 

위한 가처분 소득이 전무함에 따라 노후된 주택 거주 가능성이 크기에 집수리 
비용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2) 사업 목적  
  - 자가소유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집수리를 LH와 협약 체결하여 노후된 

정도에 따라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
  - 주거급여법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 계속 
   ② 사업 대상: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노후한 주택을 보수범위별 수선을 지원함.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희망복지과 예산지원, 대상자추천

- -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수선 실시, 사업정산

민간기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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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건 3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0 30

지방비

소계 2 3

시도비 0.6 0.9

시군구비 1.4 2.14

국비 18 27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주거급여량 

80%[목표대상자(B): 

3명실제(A)

B/A*100+80% 대상자 LH수선 명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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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10-새일여성인턴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0-새일여성인턴제 김병창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031-345-2681

  (1) 추진 배경 
  - 경력단절여성들이 미리 직장체험을 하여 직장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구인업체는 채용하기 전 미리 구직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
  - 연도별 여성새일센터 사업지침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③ 사업내용(급여‧서비스) 
      - 수요기업체, 인턴대상자 발굴 및 선정
      - 기업체 인턴십 취업지원 연계
      - 인턴대상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기업일자리과 인턴발굴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등 - 홍보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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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3명 13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9 39

지방비

소계 7.8 7.8

시도비 3.9 3.9

시군구비 3.9 3.9

기타(재원명칭:  국비   ) 31.2 31.2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인턴채용자
13명

1명 채용시

300만원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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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11 인생3모작 프로젝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1 인생3모작 프로젝트 문순덕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031-345-2465

  (1) 추진 배경 
  - 5060세대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애설계를 돕고 경력진단을 통한 재취업 일자리 

지원

  (2) 사업 목적  
  - 조기퇴직자 및 중장년 실업자의 재취업 성공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직무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조기퇴직자 및 중장년 실업자
   ③ 사업 내용: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제공(상담→생애설계지원 →  진단 

→직업훈련/집단상담 → 취창업 지원)
      - 직무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보안경비신임교육, 대형운전면허자격과정, 

요양보호사양성과정, 사회복지행정실무사
과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의 인생 3모작을 위해 할 일 찾기를 통한 퇴직 
후 삶 설계 2회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기업일자리과 예산 지원, 상담 지원

공동의사결정 사업 참여 신청 공공기관 고용지원센터 교육비지원, 훈련기관 연계

민간기관 민간 훈련기관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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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0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인생3모작프로젝트 

참가자
50명* 연1회*80% 프로그램 수료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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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12 함께하는 행복일터 “The Plus Cafe”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전화번호

2-12 함께하는 행복일터 
“The Plus Cafe”

박옥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1-345-2482

  (1) 추진 배경
  - 연도별 여성새일센터 사업지침
  -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 크게 중복되지 않는 65세 미만의 신중년, 장애인, 결혼 

이민자등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운영하고자 함

  - 민∙관 및 지역 기업의 협업을 통한 통합일자리 모형 확대
   ‧ 관공서의 일정 공간을 취약 계층 공간으로 확보, 지역 기업의 후원을 통한 시설

투자, 민간 복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통합 일자리 모형으로 모델링해 나가고자 함 

  (2) 사업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3기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서로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통합일터로써 민∙관 및 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신중년 (60세~65세미만), 장애인, 결혼이민자등

    ③ 사업내용: The plus Cafe 운영
구분 진행내용 시기

기존 카페 운영유지 1호점 부곡스포츠센터점, 2호점 글로벌도서관점 연중

신규 카페 개소 3호점 포일커뮤니티센터점 및 신규 장소 개발 2020.1~

기관 통합회의 진행 분기 1회 관계기관 정기 회의 진행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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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및 공동진행

-

지역기업 의왕새마을금고, GS파워 예산지원 -

민간기관

의왕시니어클럽
예산지원/바리스타

/카페장비등
일자리 참여 및 

의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바리스타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리스타 지원 〃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  고

사업량(단위:명) - 23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2.4 23.5

지방비

소계 22.4 23.5

시도비 - -

시군구비 22.4 23.5

기타(재원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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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13  YES-마켓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전화번호

2-13  YES-마켓 김석찬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070-8915-5976

  (1) 추진 배경 
  ○ 공동체 문화 확산
    - 의왕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 공예품, 화훼 등의 생산물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서 생산한 물
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마켓을 통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
되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그 땅에서 난 산출물을 그 땅에서 소비한다는 것으로   이

것은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성화 요
소가 될 수 있음. 의왕시 내에 예스마켓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
비한다는 취지의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경제적, 공동체적, 생태적인 세 가지 차원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 지역의 착한 소비 활성화 
  -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품판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생산한 가공품 판매
  - 의왕시 자체브랜드(PB상품)를 개발 공급함으로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연대책임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사업 추진 근거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

문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생산처의 생산품 및 재화를 지역사회에서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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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대상:  의왕 지역 시민(홍보를 통해 yes마켓을 홍보하여 참여자 확대)

    ③ 사업내용
       - 의왕시민 중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는 회원 가입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재화 제공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단체와의 연계망 구축
       -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품판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생산한 가공품 

및 특산물(품)을 판매
     - 지역의 재사용 가능 물품을 수거‧기증 받아 재활용 마켓으로 공급

   ④ 사업 추진체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마켓 참여수 마켓 참여수 결과보고서 400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  고

사업량(단위:명) 400 4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5 1.5

지방비

소계 1.5 1.5

시도비 - -

시군구비 1.5 1.5

기타(재원명칭) - -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실무자위원회를 통
한 공동의사결정 
체계구축

-마켓제도를 지역사
회에 홍보하며, 정
례적인 공동운영 
시스템 구축

-yes마켓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후 
상설부스 마련
-축제장, 주민자치센
터, 사회복지시설, 레
일파크 등에 홍보부스 
설치운영

민간기관

노인(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기관
부스운영

협의체 노인분과 회의지원/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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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3-1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나문순 교육지원과 청소년 031-345-2292

  (1) 추진 배경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정부의 적극 권장사업으로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의왕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무한 상태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정보·문화·예술 중점 프로그램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육성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8. 8월 ∼ 2019. 8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청소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및 공사추진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건립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시 

청소년을 20%이상 

참여하여 의견반영
공공기관

의왕시청소년

육성재단
공간구성 및 운영방법 협의



 의왕시 ㅣ 75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400 4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435 1,652

지방비

소계 2,797   601

시도비 1,000

시군구비 1,797   601

기타(재원명칭:한국전력공사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국비)
  638   500/551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준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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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보윤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345-2293

  (1) 추진 배경 
  - 경제난, 학교 폭력, 과열 경쟁 등 사회적 현실로 인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속 발생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건전한 사회생활의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 및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미비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간, 문화 공간 부족

  (2) 사업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학교 밖 청소년
   ③ 사업 내용: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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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

민간기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장소지원/인력지원

대안교육기관 장소지원/인력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3,000 3,05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34 364

지방비

소계 250 280

시도비 17 17

시군구비 233 263

기타(재원명칭:기금) 84 84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서비스 이용 인원 수 지원수/목표수*100 꿈드림 전산망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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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3 의왕시평생학습 공간확충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3 의왕시평생학습 공간확충 운영 송주영 교육
지원과

평생
교육팀 031-345-2557

  (1) 추진 배경 
  - 각 동별 소규모 학습장의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사업 목적  
  - 관내 유휴 공간 및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재능기부와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3) 사업 추진 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공공시설 및 주택 밀집 지역 유휴 공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공간 확보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간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전 의견 조율
및 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관내 공공기관 장소 공유

민간기관
관내 카페, 
금융기관, 
대학교 등

장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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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개소) - 2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00 추경 반영

지방비

소계 - 100

시도비 - -

시군구비 - 100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학습공간 80%이상 
확충

20개소*80% 결과보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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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4 청소년 진로체험버스 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4 청소년 진로체험버스 지원 현보윤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345-2293

  (1) 추진 배경 
  - 자유학기제 시행: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자유학기제(진로탐색 집중 학년제)가 

이미 시행되었음. 청소년의 인성ㆍ정서ㆍ사회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자율ㆍ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교육과 직업체험기반을 
강화 도모

    - 정책적 진로교육 확대 강화: 최근 진로에 대한 교육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개 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입학
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은 기존 교과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음 

    - 2011년부터는 진로교육 활성화와 다변하는 입시제도에 대한체계적인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와 중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
과목이 생겼으며, 모든 교과에 걸쳐 각 단원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

    - 진로‧직업체험의 현장체험을 위한 안전한 이동수단 및 예산 부족

  (2) 사업 목적  
    - 청소년 진로체험버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③ 사업 내용: 직업체험을 위한 진로체험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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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모집 공고

공공기관 학교 인력지원

민간기관

청소년수련관 인력지원

모두여행사 버스지원

한중여행사 버스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대) 200 2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50 60

지방비

소계 50 60

시도비 - -

시군구비 50 60

기타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연간 버스 지원 규모 지원수/목표수*100 추진실적 및 결과보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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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5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5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현보윤
교육지원

과
청소년팀 345-2293

  (1) 추진 배경 
  - 자유학기제 시행: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자유학기제(진로탐색 집중 학년제)가 

이미 시행되었음. 청소년의 인성ㆍ정서ㆍ사회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자율ㆍ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교육과 직업체험기반을 
강화 도모

  - 정책적 진로교육 확대 강화: 최근 진로에 대한 교육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개 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입학
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은 기존 교과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음 

  - 2011년부터는 진로교육 활성화와 다변하는 입시제도에 대한체계적인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와 중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
택과목이 생겼으며, 모든 교과에 걸쳐 각 단원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
으로 도출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

  - 관내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의 어려움

  (2) 사업 목적  
  - 관내의 한정된 자원으로 체험이 어려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 및 체험의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③ 사업 내용: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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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체험부스 참여

공공기관 교육청 예산지원

민간기관

진로체험

지원센터
장소지원/인력지원

관내직업체험처

50개소
인력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 70 7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8 88

지방비

소계 70 70

시도비 - -

시군구비 70 70

기타(교육지원청) 18 18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결과보고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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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6 청소년 꿈누리카페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6 청소년 꿈누리카페 운영 나문순 교육지원과 청소년 031-345-2292

  (1) 추진 배경 
  - 의왕시 제1회 청소년 정책대회에서 청소년 휴게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채택됨(2015. 11.)
  - 의왕시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왕시 꿈누리카페 3개소 설치

  (2) 사업 목적  
  - 의왕시 내 문화시설 부족으로 방과 후, 주말에 안전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를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상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공공시설 내 청소년 북카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쉬면서 도서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활용 규정)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 정책과제(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14세 ~ 24세 청소년(중학생 이상)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관내 청소년 휴카페 꿈누리카페 개소 운영, 청소년 휴게공간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예산관련

운영방안 논의 및 

진행사항 협의

SNS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청소년동아리 

구축을 통한 

운영지원
공공기관

의왕시청소년

육성재단

꿈누리카페 운영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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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0,000 60,0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31 347

지방비

소계 331 347

시도비 - -

시군구비 331 347

기타(재원명칭)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이용 청소년

(연)인원
20,000명×3개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실적기준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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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7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7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현보윤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345-2293

  (1) 추진 배경 
  -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자율적인 진로탐색, 소질계발,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청소년 동아리
   ③ 사업 내용: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축제, 캠프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모집 공고공공기관

교육지원청 예산지원/인력지원

관내 학교 시설지원/인력지원

민간기관 청소년수련관 장소지원/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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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개) 50 5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87 274

지방비

소계 278 259

시도비 - -

시군구비 278 259

기타(교육지원청) 9 15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 동아리 수
참여동아리수/

목표동아리수*100
결과보고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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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8 CYS-Net 사업(신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8 CYS-Net 사업(신규) 나문순 교육지원과 청소년 031-345-2292

  (1) 추진 배경 
  - 학교폭력, 가출 등 위기청소년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기청소년 안전망인 CYS-Net의 Hub기관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 

  (2) 사업 목적  
  - 관내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의왕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사회 구성원 간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 및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위기 상황을 미연에 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청소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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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위기청소년 

상담신청

공공기관

관내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신청

의왕경찰서 상담 및 교육진행

수원지방법원 상담 및 교육진행

민간기관
관내 지역아동센터 예방교육 신청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야간합동 아웃리치 참석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000명/8건 6,000명/8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7 51

지방비

소계 47 51

시도비 47 51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운영위원회 13명×연5회 각 기관 명단 65

실행위원회 22명×연4회 88

1388교사지원단 20명×연3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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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9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신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9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신규) 이선희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1) 추진 배경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16)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자녀를 
임신하는 등의 시기부터 부모교육이 시작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부모교육이 
제도화 되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2) 사업 목적  
  - 결혼 전이나 출산 전에 건강과 발달,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등의 습득을 통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심리적 준비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3) 사업 추진 근거  
  - 2018~2022 중장기발전계획 ‘부모교육 활성화 및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부모됨의 준비 교육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주민센터
교육참여 및 예산지원

지역장소 대관

의사결정 
공동진행

교육참여공공기관

보건소, 
복지관 등

홍보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 운영

민간기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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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0명/1건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0.24 -

지방비

소계 - 0.24 -

시도비 - - -

시군구비 - 0.24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교육참여자 수 20명×연1회 교육 참석자 명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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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10 유아기 부모교육 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0 유아기 부모교육 지원 이선희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1) 추진 배경 
  - (박성희, 2010) 연구에 의하면 부모참여 및 지원 등의 일련의 부모교육을 이수함

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보다 나은 부모역
할을 할 수 있음

  -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조직적인 부모     
지원서비스를 제공

  - 의왕시보육특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부모교육인증제 실시기관 확대

  (2) 사업 목적  
  -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연령 및 발달특성에 따른 부모역할과 양육방법을 제공

함으로써 부모의 인식개선에 기여
  - 유아기 부모교육 수혜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방법과 활용능력을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9조 2(보호자 교육) 1항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연령 및 발달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주민센터
교육참여 및 예산지원

지역장소 대관

의사결정 
공동진행

교육참여공공기관
보건소 홍보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 운영

민간기관 관내 복지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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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800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31.7 -

지방비

소계 - 6.7 -

시도비 - - -

시군구비 - 6.7 -

기타(재원명칭: 국비          ) - 25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교육참여자 수 참여자 수 교육 참석자 명단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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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11 어린이집교사 역량강화(의왕 보육아카데미 개설)신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1 어린이집교사 역량강화
(의왕 보육아카데미 개설)신규

김현주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1

  (1) 추진 배경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우수교사 양성으로 어린이, 부모, 어린이집이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 전문 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 자질과 역량 강화
  - 시민이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보육교직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전문 보육교사 자질 및 역량 강화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기별 운영
    - 수료 후 담임교사 재직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예산지원

-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의왕보육 아카데미 개설

민간기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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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80명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30 -

지방비

소계 - 30 -

시도비 - - -

시군구비 - 30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어린이집교사 
역량강화 참여자수

의왕보육 
아카데미 개설

운영관리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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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12 다문화자녀 공부방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2 다문화자녀 공부방 운영  정현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345-2453

  (1) 추진 배경 
  -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다문

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안정적 통합 도모

  (2) 사업 목적  
  - 학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및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능률과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학습지원 및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공기관 - -

민간기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학습지원강사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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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0명 6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 8,5

지방비

소계 8 8,5

시도비

시군구비 8 8,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다문화가족자녀

공부방 
참여자명단

건가·다가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명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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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3-13 성인 문해교육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3 성인 문해교육 사업 송주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031-345-2557

  (1) 추진 배경 
  -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성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지식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해교육 실시 및 문해 교육기관에 운영비 지원 

  (2) 사업 목적  
  -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해 능력의 향상으로 생활능력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 교육 실시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간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모집 공고

공공기관 - -

민간기관

관내 경로당 장소지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인력지원/장소지원

사랑채
노인복지관 인력지원/장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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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69명 160명 예산 감축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9 40

지방비

소계 49 40

시도비 - -

시군구비 49 40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문해교육 참여자수

80% 참여
160*80% 결과보고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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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14 의왕아카데미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4 의왕아카데미 운영 송주영 교육
지원과

평생
교육팀 031-345-2557

  (1) 추진 배경 
    - 2006년부터 월 1회 시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

  (2) 사업 목적  
  - 저명인사들의 성공과 삶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 시민들의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 1월~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분야별 유명강사 초청 강연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아카데미 참여

공공기관 - -

민간기관 전문교육기관 인력지원/장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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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3,394 2,7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4 35 운영횟수 감소

지방비

소계 44 35

시도비 - -

시군구비 44 35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의왕아카데미 
참석자수

80%이상 참여 
2,700명*80% 결과보고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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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15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5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 현보윤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345-2293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 목적  
  - 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역량 배양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지역 내 청소년
   ③ 사업 내용: 저소득층 청소년 및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예산 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모집 공고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 지원

민간기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지원/인력지원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인력지원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인력지원/시설지원

관내 관공서 등 

기관
인력지원/시설지원

관외 기관 인력지원/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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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50명 50명

80% 8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12 234

지방비

소계 106 117

시도비 - -

시군구비 106 117

기타(국비) 106 117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모집인원수
참여자 인원 수/목표 

인원수*100

결과보고서

50명

출석률 참여자 수/모집 인원수*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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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3-16 배나사 교육장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6 배나사 교육장 운영 김규선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031-345-2272

  (1) 추진 배경 
  - 복지자원의 공유와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체계 구축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2) 사업 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지역 내 중학생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 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목 학습지도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운영예산 지원

수학 과목

학습 지도
수업 참여

공공기관 학교 학생 모집

민간기관

배나사 교사 인력지원

부곡동주민센터 장소 제공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장소 제공



 의왕시 ㅣ 105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0/2건 20/2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2.8 11.2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12.8 11.2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교육수료자
수료자/교육생

*100%
배나사 교육수료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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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17 아동·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7 아동·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사업 함영욱 행정지원과 후생교류팀 031-345-2133

  (1) 추진 배경 
  - 청소년 활동증진을 위한 국제문화체험·어학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도시 간 

우호증진 도모

  (2) 사업 목적  
  - 성장기 청소년 활동증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어학실력 향상 도모, 교류도시 간 

우호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국제자매결연, 청소년 교류·교육 협약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미국 자매도시 홈스테이 교류: 매년 여름방학 중(2주간), 격년제 상호교류
    - 미국·캐나다 어학연수: 매년 겨울방학 중(4주간)
   ② 사업 대상
    - 청소년: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관내 학교 재학생 및 의왕시 거주학생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미국 홈스테이 교류: 미국가정 홈스테이, 현지 문화체험
    - 미국·캐나다 어학연수: 현지가정 홈스테이, 공립고등학교 정규수업 수강 및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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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미국 노쓰리틀락시

 문화체험 경비지원 및 협력기관 

섭외 등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홈스테이 가정

체험 프로그램 

직접 참여

공공기관

 미국 노쓰리틀락 

교육청

 캐나다 탬즈밸리 

교육청

 어학연수 장소 및 프로그램 지원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장소 섭외 

등  

민간기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체험 장소 및 프로그램 지원 

 의왕시 체육회, 

국악협회
 태권도 체험·국악 체험 등 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홍보자료 및 공연관람 티켓 등 

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32 32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9 36

지방비

소계 39 36

시도비 0 0

시군구비 39 36

기타(재원명칭:              )
국외업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업무여비

 ※ 홈스테이 교류: 격년제 상호교류(예시: 2018년 / 미국 → 의왕시, 2019년 / 의왕시 → 미국)
 ※ 어학연수: 미국·캐나다 방문(4주간), 연수기간 전체 인솔공무원 1∼2명 현지 체류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횟수 및 인원
횟수 및 인원대비

100%
결과보고서 3회 32명



 의왕시 ㅣ 108

45) 3-18 이용자 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육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8 이용자 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육사업

황철희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031-477-8509

  (1) 추진 배경 
  -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의 필요성 대두

  (2) 사업 목적  
  - 교육을 통한 성폭력 근절 및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 및 개선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12월
   ② 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6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의무교육 이수 도모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교육 참여

공공기관 - -

민간기관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이수

협의체장애인분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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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0명 6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0.6 1.0

지방비

소계 0.6 1.0

시도비 - -

시군구비 0.6 1.0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자 수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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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오희연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1-345-2458

  (1) 추진 배경 
  - 정책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친화
도시를 구현

  (2) 사업 목적  
  - 시민참여단 운영 및 활동을 통해 지역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사업 파트너로 역할 부여

  (3) 사업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의왕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시민참여단의 교육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
      -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리더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파트너로 성장시킴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교육지원 소통강화

현장모니터링, 간담회, 

공모 및 협력사업 

운영

공공기관 - - - -

민간기관

시민참여단 사업자 참여독려 공동진행 간담회, 교육 참여 

소재 사업장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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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4 4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 3

지방비

소계 3 3

시도비 - -

시군구비 3 3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시민참여단 

정기 활동 횟수
연 4회 활동 참여자 명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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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2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추진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2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추진 전재영 도로건설 도로정비 031-345-3372

  (1) 추진 배경 
  -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임

  (2) 사업 목적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단절된 보도를 연결

코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 2018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3월 ~ 6월 
   ② 사업 대상: 부곡초등3길 일원
   ③ 사업 내용: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 / 안전시설 설치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00 200

지방비
소계 300 200

시도비 - -
시군구비 300 20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사업완료 현장확인 공사서류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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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3 지역역량 강화사업(우리동네 꼼지락)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3 지역역량 강화사업(우리동네 꼼지락) 김민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031-345-2937

  (1) 추진 배경 
  - 기존 마을의 보존, 유지, 관리를 위해 개인역량, 공동체 역량, 경제적 역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2) 사업 목적  
  - 지역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문화여건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으로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 우리동네 꼼지락(국비 200백만원, 시비 200백만원 확보)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12월
   ② 사업 대상: 고천동, 오전동, 내손 1·2동, 청계동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역량강화사업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의왕시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도시재생대학 등록
마을활동가 등 현장 

수시 참여
홈페이지, SNS 등 

참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의왕시통합도시
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및 현장 활동가
등 협업,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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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명 100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4 112

지방비

소계 42 56

시도비

시군구비 42 56

기타(재원명칭: 국비) 42 56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행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한글축제 및 마을축제 

등 참여자수

도시재생대학 수료 및 마을축제 개최
(의왕시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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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유아용변기 및 세면기 설치)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유아용변기 및 세면기 설치)

육종배 청소위생과 청소시설팀 031-345-2863

  (1) 추진 배경 
  - 의왕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변기, 양변기, 세면기 등의 화장실 시설

물에 아동들이 이용하기 쉽게 유아용변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 

  (2) 사업 목적  
  - 공중화장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아동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

  (3) 사업 추진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등)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등)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참고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매년 상/하반기 설치)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공중화장실 20개소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유아용변기 및 세면기 설치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청소위생과  예산지원 및 시설교체         -          -

공공기관  의왕도시공사  예산지원 및 시설교체         -          -

민간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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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3 4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0 40

지방비

소계 30 40

시도비 - -

시군구비 30 40

기타(재원명칭: 국비)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100% 연 2회 * 5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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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아동청소년 안전구역(Teen Safety Zone) 지정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5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Teen Safety Zone) 지정

박승환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031-454-5363

  (1) 추진 배경 
  - 의왕시 관내 다양한 문화시설, 사업소 등에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 
  -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선정에 의왕시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2) 사업 목적  
  - 관내 취약한 아동청소년 유휴공간 조성과 청소년 안전에 관한 공감 확대 캠페인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아동·청소년 및 관련기관 종사자 10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1. 아동청소년 안전 시설/ 구역 관련 현황 조사
      -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앙케이트 및 설문조사(온라인, 오프라인 설문 진행)
      - 관내 아동청소년 유휴시설, 놀이시설 등 현황 조사
     2. Teen Safety Zone(아동 청소년 안전구역) 기준 설정
      -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안전구역 기준 설정
      - 청소년 안전구역 업체 후보 선정 진행(온라인, 오프라인 survey 진행)
     3. Teen Safety Zone 업체 및 기관 최종 선정 및 위촉
      - 청소년 안전구역에 해당되는 우수 시설/ 업체 실사 및 면접
      - 최종 우수시설 업체 선정
      - Teen Safety Zone 사업소, 문화시설 등록 및 스티커 또는 현판 부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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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5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5

지방비

소계 - 1.5

시도비 - -

시군구비 - 1.5

기타(재원명칭: 국비)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아동청소년 안전지점

설치 수 합계 
결과보고서 5건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

민간기관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장소제공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기준설정/ 업체 선정 

등 제반사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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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4-6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6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오은미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345-2273

  (1) 추진 배경 
  - 최근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2) 사업 목적  
  - 통원차량 및 아이들의 등·하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으로 신뢰를 회복

  (3) 사업 추진 근거  
  -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12월
   ② 사업 대상: 등원 차량이 있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③ 사업 내용: 유치원 등원차량에 벨 방식의 챠량 슬리핑 체크 시스템 도입 및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스템 구축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공동의사 결정 및

진행
-

공공기관 교육청 예산지원

민간기관

유치원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어린이집 시스템 도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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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75대 13개소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3.1 26

지방비

소계 15.3 26

국비 5.1

시도비 5.1

시군구비 5.1 26

기타(교육청) 7.8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등원 차량 100% 시스템 도임 등원차량 대수 수요조사 및 자금교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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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7 여성친화-mom편한 협약사업 추진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7 여성친화-mom편한 협약사업 추진 배선화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1-345-2452

  (1) 추진 배경 
  - 의왕시와 롯데첨단소재의 상호협력을 통해 여성과 여성친화-mom편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2) 사업 목적  
  - 여성과 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를 위한 여성친화-mom편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여성친화-mom편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12월 / 계속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거주 시민, 의왕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워킹맘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예비맘 프로젝트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민간기관 연계, 총괄계획수립

사업기획

공동추진
여성친화사업 참여

민간기관

의왕시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대상자, 장소 선정 등

롯데첨단소재 사업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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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건 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0 30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30 3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사업추진 실적 연1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연1회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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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4-8 여성1인 가구 주거안전 방범 활동 강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8 여성1인 가구 주거안전 방범 활동 강화  정현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345-2453

  (1) 추진 배경 
  - 여성1인 가구의 대부분의  구도심 골목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여성가구 거주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홈방범 서비스 설치비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지원대상 선정 예산지원

대상자 정보공유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기관 경찰지구대 사고발생시 출동

민간기관

케이티텔레캅
서비스망 구축

보안요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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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5 10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 1,5

지방비

소계

시도비 2,1

시군구비 1,9 1,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홈방범 서비스 

설치
설치건수 사업집행 서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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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4-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한상덕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031-458-0682

  (1) 추진 배경
  - 전체 국민 4명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번이상 우울, 불안등 정신건강강문제 경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정신건강문제 발생시 약 15%만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 
  -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1.61년(84주)소요 (미국 52주, 영국 30주)  
  -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08년 5.9조원→’09년 6.2조원→’10년 7조원→’11년 7.6조원→’12년 8.3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자살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가 있었으나 이중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은 비율을 15%에 불과 

  
  (2) 사업 목적  

  -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스트레스, 우울, 알코올 등 자살위험을 높이며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큰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및 상담을 진행함으로서 조기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종합대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발표 
  - 2019년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 내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주민(관내 여성)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정신건강척도 검사 및 상담, 의료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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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공공기관 보건소 행정지원

홍보참여 자원봉사참여
민간기관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척도검사, 상담, 

의료비지원, 홍보물배포등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00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0

지방비

소계 - 10

시도비 5

시군구비 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목표대비 실적 목표대비실적
MHIS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보시스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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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4-10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담당부서 실무분과 연락처

4-10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박승환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031-454-5363

  (1) 추진 배경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신공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하여 지역주민의 아동학대 예방활동 동참에 독려

  (2) 사업 목적  
  - 관내 행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 배포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1장 제4조(사회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지역주민 및 아동 1,00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도모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교육 참여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물 지원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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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 1,0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0.8 0.8

지방비

소계 0.8 0.8

시도비 - -

시군구비 0.8 0.8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자 수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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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4-11 숲체험(숲놀이터) 운영(3기)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11 숲체험(숲놀이터) 운영(3기) 김현주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031-345-2281

  (1) 추진 배경 
  - 의왕의 넓은 녹지공간 등 숲 여건을 고려할 때 숲 체험을 제공하는데 접근성이 

높음. 이에 생태환경을 활용한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자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2) 사업 목적  
  - 자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울 통해 올바른 생태적 관점 함양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4월 ~ 10월
   ② 사업 대상: 유아교육기관 만3세~만5세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자연환경을 이용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청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주민참여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숲해설가 보수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프로그램 책자 보급

민간기관 유아교육기관 만3세~만5세 유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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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80 120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2 16 -

지방비

소계 12 16 -

시도비 - - -

시군구비 12 16 -

기타(재원명칭: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체험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운영횟수 연도별 사업보고서 120



 의왕시 ㅣ 131

 57) 5-1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 031-345-2422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시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고 전문적인 진단, 적재적소 자원연계 등 고난이도의 사례관리 스킬이 필요함  
  - 동주민센터 사례관리팀의 전문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력있는 인력배치 필요

  (2) 사업 목적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배치로 전문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민선7기 시장공약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 12월 / 연중
   ② 사업 대상: 6개동 주민센터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사회복지7급 이상의 경력직 주무관을 복지플래너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취약계층 

현장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체계 확립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실적관리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지정 운영

민간기관

민간협력기관 대상자 의뢰 및 공동방문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상자 의뢰 및 공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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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명 6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복지플래너 

지정인원
1명*6개동=6명 추진공문 부곡동 사회복지7급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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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2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2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 031-345-2422

  (1) 추진 배경 
  -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 적합자만 지원하는 공적지원의 한계, 재원(예산)의 부족

으로 인해 실제생활은 어려우나 소외되는 취약계층 증가
  - 정부 미지원 대상자중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로 지역사회 전체 참여 나눔 실천 운동 전개 추진 

  (2) 사업 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더불어 행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 연중
   ② 사업 대상: 전시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1004나눔 운동을활성화하여 기부모금액 증액하고 지역의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후원금 접수/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후원금 접수/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대상자 추천

민간기관

민간협력기관 나눔운동 실시/특화사업 실시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모금액 배분/기획사업 추진 협조



 의왕시 ㅣ 13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원)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4,000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84,00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1004나눔 모금액 7백만원*12월 모금회 통보 84,000

특화사업 추진건수 5건*6개동 추진공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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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박옥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1-345-2428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자원 연계 필요성 대두
  -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대상자와 접근성이 높은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필요 

  (2)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지자원을 토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계속)
   ② 사업 대상: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개소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세미나
    - 실무분과 활성화 지원 사업
    - 사회복지의 날 행사 
    - 활동보고회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공공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회의 및 사업 추진 참석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진행 및 계획수립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사회보장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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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 고

사무국 추진 관련 조례 개정(회)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수(개) -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35.3 138

지방비

소계 135.3 138

시도비 - -

시군구비 135.3 138

기타(재원명칭:) - -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사무국 추진 관련 
조례 개정 1회 입법 예고 공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수 1개 협의체 세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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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4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 031-345-2422

  (1)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구의 증가 등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범사회적인 위기감 증가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적 트렌드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접목, 실제 생활이 어려워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누락없이 
찾아내어 지원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공공 빅데이터 등 위기가구 발굴에 효과적인 유의미한 자료 활용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확립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보 대상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군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을 극
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체감도 향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실적관리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통보대상자 조사 및 조치

민간기관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동방문 및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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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건) - 1,0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통보대상자 

처리건수
1,000건*12월 행복e음 실적입력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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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5 보건·복지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5 보건·복지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 031-345-2422

  (1) 추진 배경 
  - 낮은 생활수준과 소득 등으로 건강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에게 건

강과 관련된 상담 및 기초적인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2) 사업 목적  
  - 방문보건서비스 연계·협력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함께 취약계층 현장방문 

활동 실시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실적관리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보건소 찾아가는 방문상담 동행

민간기관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동방문 및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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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건) - 1,44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수 20건*6개동*12월 행복e음 실적입력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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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031-345-2422

  (1) 추진 배경 
  -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심층상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으로 전체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맞춤형 복지팀)이 기본형으로 구성되고 인력이 충원됨
  - 복지전담팀 신설로 각 동별 자체적 사례관리 업무가 가능함에 따라 중복이 예상되어 

동에 파견되었던 사례관리사에 대해 시청 희망복지과로 근무자 변경 실시함(2018.7)
  - 사례관리사와 업무 조정 및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 전

달체계 개편 필요

  (2) 사업 목적  
  - 개별 동단위로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연계까지 완벽한 사례관리 전과정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와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중복, 비효율성 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무한돌봄센터, 주민센터, 민간기관 등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동 및 시 사례관리업무시스템 재정립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대상자발굴/ 사례관리 운영

민간기관

민간협력기관 대상자발굴 및 자원연계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상자발굴 및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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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건) - 30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8

지방비

소계 - 8

시도비 - 6

시군구비 - 2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동담당자 사례관리 건수 5건*6개동=30건 행복e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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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7 인적안전망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7 인적안전망 운영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031-345-2422

  (1)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는 지역주민이 서로 관심있게 살피고 사랑을 나눠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하에 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하고자 함

  - 동별로 지역주민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어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自助하는 지역사회시스템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2022년/연중
   ② 사업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자원연계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실적관리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보건소 찾아가는 방문상담 동행

민간기관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동방문 및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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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 1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6

지방비

소계 - 6

시도비 - 2

시군구비 - 4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위원교육 2회*6개동 추진 공문 12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
2회*6개동 추진 공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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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5-8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8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 홍숙자
의왕시지역사

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031-429-1290

  (1) 추진 배경 
  - 관내 청소년들의 예비부모로서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 형 봉사를 통하여 신생아용품 취약계층 산모와 아기에게 전달 나눔 
실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가족임을 이해
  - 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
  - 재능 기부를 통한 생명의 소중함 및 저 출산 극복 인식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8조 제 4항 (생명존중에 대한 지원)
  - 신생아용품 취약계층 산모와 아기에게 전달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 청소년
   ③ 사업 내용: 다양한 가족 유형 이해
                유아용품(신생아) 제작을 위한 생명의 소중함 인식
                참여형 기부를 통한 봉사의 참 뜻 이해 및 기부문화 확산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공기관 관내 중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신청

민간기관
자원봉사종합센터 봉사활동 실적 입력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협의체여성가족분과 대상자 연ㅡ계/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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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100명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5

지방비

소계 - 1.5

시도비 -

시군구비 - 1.5

기타(재원명칭: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활동 참여자 수 활동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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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5-9 사랑의 생필품 나눔(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생필품 나눔행사)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9 사랑의 생필품 나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생필품 나눔행사)
김유리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031-477-8510

  (1) 추진 배경 
  - 관내 시립어린이집(의왕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와 함께 명절에 선물받은 생필품 

중 기호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삼푸, 린스, 바디워시 등의 불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저소득 가정에 재배분

  -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의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통하여 효율
적인 전달체계를 구축

  - 이러한 지역사회 관리체계는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여건에 적합한 사례관리 모형
으로서, 보편적이며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보호서비스 체계 확충을 
목표로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

  (2) 사업 목적  
  -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필품을 후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나눔을 통해 

자원 재배분
  -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서비스체계 구축(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적극적인 지역사회 care 실천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2(통합  사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가족지원)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 12월/ 8~9월 진행 
   ② 사업 대상: 관내 어린이집(후원처), 물품지원(저소득가정)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생필품 나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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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물품 기부&

후원물품 배분 

자원봉사 참여민간기관

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공문발송/

후원물품 수령/

후원분류&배분 

관내 

시립어린이집

안내지 배부/

후원물품 1차 수령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00명/1건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1.7

지방비

소계 - 1.7

시도비 - -

시군구비 - 1.7

기타(재원명칭:국비)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80%이상 

생필품 전달
200명*연 1회*80%

각 기관 배분명단 및 

수령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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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5-10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내실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0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내실화 김태호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031-345-2423

  (1) 추진 배경 
  - 경제위기 이후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이혼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위기가정 지원으로 가족해체와 빈곤가구 전락 예방

  (2) 사업 목적  
  -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 지원으로 위기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제9조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연중 
   ② 사업 대상: 지역 내 위기사유 해당 가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사례관리비 등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대상자 신청

공공기관

무한돌봄센터 인력지원,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주민센터 인력지원, 대상자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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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64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545

지방비

소계 - 109

시도비 - 16

시군구비 - 93

기타(재원명칭:국비) - 436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위기가정 지원 

건 수

1월~3월 : 170건
4월~9월 : 300건

10월~12월 : 170건

행복e음 실적

(전산실적)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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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1 봉급 우수리사업 확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1 봉급 우수리사업 확대 김태호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031-345-2423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로 후원자 연계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
  -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의왕 구현

  (2) 사업 목적  
  - 나눔문화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의왕 구현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 매월   
   ② 사업 대상: 관내 민간 및 공공기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 후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인력지원

-공동진행 -공공기관종사자 봉급 우수리 지원
민간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처리, 후원금 배부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309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봉급 우수리 

참여자 수

봉급 우수리 나눔 

참여증가율 : 전년대비3%
매월 직원 공제 내역 확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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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2 통합 김장나눔 행사 실시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2 통합 김장나눔 행사 실시 김정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031-345-2422

  (1) 추진 배경 
  -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혼자서 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민이 힘을 

모아 김장김치 지원 
  - 기업과 일반시민 등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과 참여를 통해 범시민적인 나눔문화 전파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월동기 준비중 하나인 김장김치를 시민이 후원과 자원

봉사를 통해 마련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먹거리 확보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스스로 김장 담그기가 어려운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김장김치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희망복지과 예산지원 / 사업실시

공동의사결정

공동진행

대상자 발굴 및 

신고

동주민센터 지원대상자 추천 / 전달

민간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민간자원봉사자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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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개) - 2,30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 75

지방비

소계 - 55

시도비 - -

시군구비 - 55

기타(재원명칭: 시비, 후원금) - 2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김장김치 지원수량

(13kg)
2,500 추진공문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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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3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캠프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3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캠프 박옥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1-345-2482

  (1) 추진 배경 
  - 사회복지종사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취약한 자원 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소진의 경험이 많아 퇴사, 이직 등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

  - 힐링 캠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의 심리적지지 및 스트레스 완화로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2) 사업 목적  
  - 힐링 캠프를 진행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소진 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사회복지기관 업무 유공 표창 대상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주도 및 국내 지역 탐방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소진 예방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공동의사결정

공동 진행
처우개선 대상자 선정

민간기관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사업 및 신청 홍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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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고

사업량 (단위: 개) 14 3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6.8 12

지방비

소계 6.8 12

시도비 - -

시군구비 6.8 12

기타(재원명칭: 시비, 후원금)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참여대상자 수 대상자 수 결과보고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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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14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4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박옥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1-345-2482

  (1) 추진 배경 
  -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이러한 성장에 비해 정체되었음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대상자

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 ~ 12월
   ② 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사회복지기관종사자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도·시비 매칭)
     - 사회복지기관종사자(도지원 미대상자) 상해보험비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 공동의사결정

- 공동 진행

- 처우개선 대상자 

선정

공공기관 경기도청 지원 대상자 명단 취합

민간기관

지역 내 사회복
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자 신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지원 및 
명단관리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가입 및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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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비  고

보수교육비 지원(명) 140 150

상해보험비 지원(명) 370 390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2.8 14.2

지방비

소계 12.8 14.2

시도비 5.4 5.8

시군구비 7.4 8.4

기타(재원명칭:)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19)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140명
명단 발송 공문

150

상해보험비 지원 대상자 370명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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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재정 계획

  (1) 재정 지원 계획 개요
   가. 의왕시 재정 운영 현황 및 전망1)

    ○ 세입 재원
     - 의왕시의 인구수는 연평균 1.35% 증가하고 있고, 세입규모도 연평균 6.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수 149,607 154,757 159,772 158,482 157,740 1.35%

전체 세입규모 357,668 369,416 412,293 437,036 452,774 6.12%

일반회계 세입규모 294,148 310,572 340,178 355,820 384,457 6.94%

지방세 71,233 75,052 80,092 84,427 91,465 6.46%

세외수입 103,159 90,872 115,317 29,281 26,792 -17.03%

지방교부세 50,537 51,576 56,057 54,823 53,477 1.5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4,789 25,632 21,540 28,847 37,996 13.27%

보조금 44,429 51,641 67,172 74,036 79,876 16.10%

지방채 15,8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406 94,850

주: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폭이 큼
자료: 2016년 의왕시 재정공시(2015년 결산기준)

   ○ 세출 수요
     - 세출수요 측면에서 2011년 ~ 2015년간 지방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일반회계 중 34.96%)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평균 16.55%의 증가율을 보이며, 일반회계 세출 연평균 
증가율(6.56%)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세출규모는 연평균 6.96%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34.96%), 수송 및 교통(11.75%), 국토·지역개발(8.50%), 일반공공행정

1) 의왕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2018년), 2018~2022 의왕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차용

의왕시 세입여건(2011년 ~ 2015년)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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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산업·중소기업(4.61%), 교육(4.60%), 문화 및 관광(4.47%), 환경보호
(3.69%), 보건(2.19%), 농림해양수산(1.62%), 공공질서·안정(0.92%) 순으로 규
모를 나타내고 있음

의왕시 세출의 주요 항목 및 변화(2011년 ~ 201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세출규모 250,005 251,742 304,697 313,748 323,660 6.96%

일반회계 세출규모 222,580 225,348 263,072 260,970 284,583 6.56%

일반공공행정 22,951 18,388 17,935 25,390 22,682 2.14%

공공질서･안전 1,519 1,748 4,218 1,817 2,607 35.73%

교  육 15,461 8,948 10,149 14,153 13,080 0.79%

문화 및 관광 9,397 8,484 10,551 8,070 12,719 12.19%

환경보호 9,901 10,776 9,577 9,612 10,489 1.80%

사회복지 54,569 63,983 83,708 93,752 99,485 16.55%

보  건 5,077 4,117 4,185 5,020 6,230 6.70%

농림해양수산 6,053 6,145 6,770 6,759 4,602 -5.10%

산업･중소기업 1,271 1,285 2,088 2,980 13,112 111.58%

수송 및 교통 37,528 40,347 52,317 36,072 33,431 -0.30%

국토･지역개발 25,956 24,793 22,219 15,892 24,177 2.20%

기  타 32,897 36,335 39,355 41,452 41,971 6.34%

자료: 2016년 의왕시 재정공시(2015년 결산기준)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47.26%로 2012년 이래 지방세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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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종예산 51.61 44.55 45.21 47.17 47.26

주: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자체세입 + 의존재원 + 지방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100
 *자체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주도
     -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

내는 재정자주도는 2011년 81.60%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도에는 74.20%로 나타남. 이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증가
하였지만,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기인함. 한편 의왕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종예산 81.60 72.91 74.15 74.50 74.20

주: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100
 *자주재원: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중기 재원배분 전망 및 제정계획
     - 기간 중 경상적 지출을 최소화하여 투자 사업비 최대 확보
     -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기본경비에 있어 금년도 수준 

동결 및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
     -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인 재무활동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예탁금 비중이 

높으며, 예비비는 평균 80억원대를 유지
     - 시정목표 및 업무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및 연례반복 사업을 고려하여 

기간 중 투자재원은 전체수입의 평균 81%인 총 1조 9,590억원(연평균 3,918억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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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총괄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총 수 입 4,506 4,651 4,836 4,989 5,172 24,154

경상지출 797 801 881 986 1,101 4,564

· 행정운영경비 574 576 577 669 777 3,173

-인건비 546 547 548 639 743 3,023

-기본경비 29 29 29 29 34 150

· 재무활동 172 162 189 206 214 944

· 예비비 51 63 114 111 109 448

투자재원 3,709 3,851 3,955 4,004 4,072 19,590

자료: 2018~2022 의왕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나.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 의왕시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재정을 중심으로 이루는 지방세 
수입과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세입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세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비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예상됨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예산 450,555 465,108 483,602 498,919 517,240 2,415,423 100 3.5

사회보장사업 
(사회복지+보건+문화 및 관광+교육)

168,205 188,195 211,674 205,826 214,368 988,269 41 6.4

    사회복지 125,099 133,261 140,010 150,150 155,919 704,439 29.2 5.7

      기초생활보장 7,443 7,605 7,778 7,963 7,975 38,765 1.6 1.7

      취약계층지원 17,678 18,206 18,763 19,489 20,055 94,192 3.9 3.2

      보육·가족 및 여성 44,775 47,810 48,676 53,967 56,952 252,180 10.4 6.2

      노인·청소년 49,630 53,888 58,137 61,987 63,800 287,443 11.9 6.5

      노동 2,806 3,006 3,881 3,439 3,918 17,050 0.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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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2022 의왕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보훈 1,747 1,761 1,775 2,290 2,148 9,721 0.4 5.3

      사회복지 일반 1,020 985 1,000 1,015 1,070 5,089 0.2 1.2

    보건 8,702 8,419 8,391 8,461 8,470 42,442 1.8 -0.7

    문화 및 관광 17,247 16,973 23,074 25,437 26,520 109,252 4.5 11.4

    교육 17,157 29,542 40,199 21,778 23,459 132,136 5.5 8.1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2019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추진전략1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

공동체 성화

세부사업1
커뮤니티 시설설치확대 O - 156 98

세부사업2
치매관리사업 O 15 88 412

세부사업3
취약보육어린이집확충 O 346 46 -

세부사업4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O 53 62

세부사업5
남성어르신을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 - 9

세부사업6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확대
- - -

세부사업7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 276 -

세부사업8
마을만들기 지원강화 - 100 -

세부사업9
어린이집 지원사업확대 20 20 -

세부사업10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시설운영 - 78 -

세부사업11
육아나눔터설치확대 15 76 21

세부사업12
쉐어블 프로젝트 - - 100

세부사업13
서로함께경로당 프로젝트 1 82 -

세부사업14
지역축제 활성화지원사업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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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2019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추진전략2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

기반 확대

세부사업1
지역화폐발행 O 190 210 -

세부사업2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지원 O - 20 -

세부사업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O 139.7 324 720

세부사업4
통합일자리 위원회 - - -

세부사업5
중고등학교 교복무상지원 - 450 - 교육청

세부사업6
장애인 예비사회적 기업운영 - - -

세부사업7
장애인직업 탐색박람회 - - -

세부사업8
저소득임차가구임대료지원사업 75 175 2,250

세부사업9
수급자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0.9 2.14 27

세부사업10
새일여성 인턴제 3.9 3.9 31.2

세부사업11
인생3모작 프로젝트 - 40 -

세부사업12
함께하는 행복일터 “The Plus 카페” - 23.5 -

세부사업13
YES 마켓 - 1.5 -

추진전략3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
플랫폼 구축

세부사업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운영 O - 601 1,051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금

세부사업2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O 17 263 84 기금

세부사업3
평생학습 공간확충운영 O - 100 -

세부사업4
청소년진로 체험버스지원 - 60 -

세부사업5
청소년진로 박람회개최 - 70 18 교육지원청

세부사업6
청소년 꿈누리카페운영 - 347 -

세부사업7
청소년 동아리활성화 - 259 15 교육지원청

세부사업8
CYS-Net사업 51 - -

세부사업9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 0.24 -

세부사업10
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6.7 25 국비



 의왕시 ㅣ 164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2019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11
어린이집교사역량향상 - 30 -

세부사업12
다문화자녀 공부방운영 - 8.5 -

세부사업13
성인문해 교육사업 - 40 -

세부사업14
의왕아카데미 운영 - 35 -

세부사업15
저소득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활성화
- 117 117 국비

세부사업16
청소년방과후“배나사”

교육장운영
- 11.2 -

세부사업17
아동,청소년 해외교류지원사업 - 36 -

세부사업18
이용자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교육사업
- 1.0 -

추진전략4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

편의 서비스 
강화

세부사업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O - 3 -

세부사업2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추진
O - 200 -

세부사업3
지역역량강화사업 O - 56 56 국비

세부사업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O - 40 -

세부사업5
아동청소년 안전구역(Teen 

safety zone)지정
- 1.5 -

세부사업6
어린이집·유치원안전시스템 

구축
- 26

세부사업7
여성친화Mom편한 협약사업 - - 30 후원금

세부사업8
여성1인가구주거안전방범활동

강화
- 1.5 -

세부사업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5 5 -

세부사업10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 0.8 -

세부사업11
숲체험운영 활성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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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 의왕시 사회보장영역 관련 조직 운영 현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된 영역이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왕시 사회보장영역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기업일자리과, 보건사업과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2018년 6개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 
설치 및 복지사무장 배치로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인원이 확대되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체와 동 협의체로 구성되었고, 사회복지과와 희망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O,x)

2019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추진전략5

성장
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공유
체계 확대

세부사업1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도입 O - - -

세부사업2
1004나눔기부문화 활성화 O - - 84,000 후원금

세부사업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O - 138 -

세부사업4
빅데이터활용을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 - -

세부사업5
보건·복지통합연계 서비스 - - -

세부사업6
사례관리전달체계개편 6 2 -

세부사업7
인적안전망운영 2 4 -

세부사업8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
- 1.5 -

세부사업9
사랑의 생필품 나눔 - 1.7 -

세부사업10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내실화 16 93 436 국비

세부사업11
봉급우수리사업 확대 - - -

세부사업12
통합김장나눔 - 55 20 후원금

세부사업13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 12 -

세부사업14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5.8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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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부서간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 협의체 담당부서의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국 설치를 
통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 분야의 확대로 인력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거, 교육 등의 부서로 확대되었으나 복지부서와의 업무
협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력 시스템의 부재로 원활한 연계가 되고 있지 않
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전 부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관·관 협력에도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2017년까지 통합사례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민간계약직으로 근무하였
으나 2018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고용의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 동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사무장을 주축으로 사회복지서
비스 방문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등 

2018년 9월말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 외
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시군구청 65 65 24 24 5 12

읍면동 합계 39 39 32 5 - 2

고천동 5 5 4 1 - -

각 동별 

방문간호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배치

부곡동 8 8 6 1 - 1

오전동 7 7 6 1 - -

내손1동 5 5 5 - - -

내손2동 7 7 6 1 - -

청계동 7 7 5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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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에 많은 인력투입이 이루어졌다.
     - 복지 수요의 증대와 정부의 복지공무원 확충 등의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며, 조직부서에서도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희망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복지관련 타 부서 및 동주민 
센터는 지정되어있지 않아 전문 직위 지정이 필요하다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 사 업 량: 1개소, 지하1층 / 지상 4층
    - 사업위치: 아름채노인복지관 부근
    - 사업내용: 고천, 오전, 부곡지역 내 목욕탕이 없어 불편한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인 

노인목욕탕 설치, 경로식당 및 이·미용실 확대 이전

   ○ 육아나눔터 확대
    - 현    황: 5개소(부곡, 내손2, 고천, 내손1동, 오전동주민센터)
    - 사업위치: 청계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촉진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양육부담 해소 및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구축 확대
    - 대    상: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 현    황: 128가구 설치
    - 사업내용: 독거노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119 및 기관에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단계적으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및 응급관리요원 확대

   ○ 시민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 업 량: 1개소, 연면적 4,087㎡(지하2층, 지상 5층)
     - 사업위치: 오전동 845-3
     - 사업내용: 재향군인회관을 시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야 시민복지 및 편의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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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회관 건립
     - 사 업 량: 1개소, 연면적 2,299㎡(지하1층, 지상 4층)
     - 사업위치: 고산로 25(예정)
     - 사업내용: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여가활동 등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사 업 량: 2개소, 연면적 1,973,71㎡ / 929㎡ 
     - 사업위치: 장안택지개발지구 사회복지시설 내 / 포일커뮤니티센터 2층
     - 사업내용: 정보·문화·예술 중점 프로그램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

 4) 입법 추진 계획

   ○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가족지원 등 각 시설별 

개별조례를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하나로 통합 
및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기여

     - 주요내용
      ·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목적,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 운영의 위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이용료에 관한 사항
      · 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 계획
     - 제정이유: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 주요내용
      ·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구성 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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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관 협력 개선 계획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TF팀 구성을 하였고, 총 20명 중 공공 5명

(25%), 민간 14명(70%), 주민 1명(5%)으로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음. 또한 지역주민이 
TF팀 참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주민 참여자 수가 적어 시민
공청회, 계획 수립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로 다양한 주민 참여 방법을 모색
하였음

    - 의왕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여 욕구조사를 제외한 
영역을 의왕시만의 특색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체 제작하였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핵심 실무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추진하여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위원 62명, 공공위원 34명, 동보장위원 10명이 참석하여 계획 수립 설명 및 종합
토론의 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증진세미나를 개최하여 계획 중간 평가와  토론회를 통
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TF팀 회의가 7차례 이루어졌고, 각 실무분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실무분과에서 제시된 의
견을 지역사업으로 개발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 민·관 핵심관계자, 종사자, 이용자 및 분야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사업을 도출하였음.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

   ○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계획의 상당 부분이 수립 된 다음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계획 중반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 마련 필요함. 형식
적인 주민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 필요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다
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교육 및 워크숍 진행 필요함

    - 계획 기획 단계부터 각 동별로 순회하여 주민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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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1) 모니터링 체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TF 총괄 안일님 (사)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TF 팀장 백상훈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민간대표 민간(노인분야) 신승희 의왕시니어클럽 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부문 민간(노인분야) 박철상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부문

민간(노인분야) 김세라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장애인분야) 강성하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장애인분야) 김홍준 (사)행복연대 징검다리 대표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아동분야) 윤경화 포도원비전하우스센터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청소년분야) 원재선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여성분야) 정선경 행가래로 의왕가정·성상담소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건강분야) 최정희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보육분야) 김선영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노인분과장) 김석찬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과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아동청소년분과장) 박승환 의왕영어체험학습센터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여성분과장) 홍숙자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장애인분과장) 황철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통합서비스분과장) 김유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전문가 전문가 이재령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니터링 평가 및 자문진행

지역대표 지역주민대표 박찬덕 오전동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공대표 공공부문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공공부문 운영 총괄

공공부문

공공부문 홍석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방경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노미경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신화정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민명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조영규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이윤주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공공부문 민형기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진행 및 
교육

공공(담당) 박옥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민간(담당) 박경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진행

 2) 모니터링 계획 수립

구분 주요 목적 모니터링 방법 실시주기

이행점검

모니터링

모니터링 TF팀 구성(민간, 공공, 시민, 전문가) 모니터링 구성 및 교육 1월~3월

세부사업 모니터링 점검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 점검 6월~7월

중점추진사업 모니터링 실시 목표수준,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7월~8월

결과확인

모니터링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최종 점검 모니터링 TF팀 평가 및 전문가 자문 8월~9월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심의 실무 검토, 대표 심의 9월~10월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제출 지자체 제출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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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 

유형

예산(단위: 백만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지방
비

국비 계
지방
비

국비

총  계 9,045.7 5,592.4 3,453.3 11,506.54 6,063.34 5,443.2 - - -

소  계 1,080.8 909.8 171 2,234 1,641 593
추진전략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사회복지과

기초 - - - 254 156 98 1-1 O

치매관리사업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국고
(매칭)

257 114 143 515 103 412 1-2 O

취약 보육
어린이집 확충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196 196 - 392 392 - 1-3 O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교육지원과

(드림스타트팀)
국고
(매칭)

- - - 115 53 62 1-4 O

남성어르신을 위한 
자립생활 네트워크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1-5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확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 8.8 8.8 - - - - 1-6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 - - - 276 276 - 1-7

마을만들기 지원강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기초 70 70 - 100 100 - 1-8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 - - 40 40 - 1-9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시설 운영 확대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 - - 78 78 - 1-10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국고
(매칭)

118 90 28 112 91 21 1-11

쉐어블 프로젝트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기초 - - - - - - 1-12

서로함께 경로당 
프로젝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 66 66 - 72 72 - 1-13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철도축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관광팀)

기초 365 365 - 280 280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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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 

유형

예산(단위: 백만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지방
비

국비 계
지방
비

국비

소  계 2,504.9 340.7 2,164.2 4,687.7 1,659.5 3,028.2
추진전략 2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기반 확대

지역화폐발행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팀)

기초 - - - 400 400 - 2-1 O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기업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

기초 - - - 20 20 - 2-2 O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국고
(매칭)

222 87 135 1,183.7 463.7 720 2-3 O

통합일자리위원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 - - - - - - 2-4

중고등학교 
교복무상지원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기초 - - - 450 450 - 2-5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기초 - - - - - - 2-6

장애인 
직업탐색박람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기초 - - - - - - 2-7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국고
(매칭)

2,200 220 1,980 2,500 250 2,250 2-8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국고
(매칭)

20 2 18 30 3 27 2-9

새일여성 인턴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국고
(매칭)

39 7.8 31.2 39 7.8 31.2 2-10

인생3모작 프로젝트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기초 - - - 40 40 - 2-11

함께하는행복일터
 “The Plus 카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기초 22.4 22.4 - 23.5 23.5 - 2-12

YES 마켓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1.5 1.5 - 1.5 1.5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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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 

유형

예산(단위: 백만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지방
비

국비 계
지방
비

국비

소  계 4,853.4 4,082.4 771 3,363.642,053.64 1,310

추진전략 3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플랫폼 

구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및운영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국고
(매칭)

3,435 3,797 638 1,652 601 1,051 3-1 O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250 250 - 364 280 84 3-2 O

평생학습공간확충운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기초 - - - 100 100 - 3-3 O

청소년진로체험버스 
지원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88 50 18 60 60 - 3-4

청소년진로
박람회개최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70 70 - 88 70 18 3-5

청소년
꿈누리카페운영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331 331 - 347 347 - 3-6

청소년동아리활성화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287 278 9 274 259 15 3-7

CYS-Net사업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기초 47 47 - 51 51 - 3-8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 - - 0.24 0.24 - 3-9

유아기 부모교육지원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 - - 31.7 6.7 25 3-10

어린이집교사역량향상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 - - 30 30 - 3-11

다문화자녀공부방운영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기초 8 8 - 8.5 8.5 - 3-12

성인 문해교육사업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기초 49 49 - 40 40 - 3-13

의왕아카데미 운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기초 44 44 - 35 35 - 3-14

저소득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성화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국고
(매칭)

212 106 106 234 117 11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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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 

유형

예산(단위: 백만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지방
비

국비 계
지방
비

국비

청소년방과후
“배나사”교육장운영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기초 12.8 12.8 - 11.2 11.2 - 3-16

아동,청소년해외
교류지원사업

행정지원과
(후생교류팀)

기초 39 39 - 36 36 - 3-17

이용자권리증진을 
위한 종사자교육사업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0.6 0.6 - 1.0 1.0 - 3-18

소  계 449.1 102 347.1 410.8 354.8 56

추진전략 4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운영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기초 3 3 - 3 3 - 4-1 O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추진

도로건설과
(도로정비팀)

국고
(전액), 
기초

300 - 300 200 200 - 4-2 O

지역역량강화사업
도시개발과
(도새재생팀)

기초 84 42 42 112 56 56 4-3 O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청소위생과
(청소시설팀)

기초 30 30 - 40 40 - 4-4 O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Teen safety zone)지정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 - - 1.5 1.5 - 4-5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

기초 15.3 10.2 5.1 26 26 - 4-6

여성친화Mom
편한 협약사업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기초 - - - - - - 4-7

여성1인 가구 
주거안전방범 

활동강화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기초 4 4 - 1.5 1.5 - 4-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기초 - - - 10 10 - 4-9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0.8 0.8 - 0.8 0.8 - 4-10

숲체험운영 활성화
희망복지과
(보육지원팀)

기초 12 12 - 16 16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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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 

유형

예산(단위: 백만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지방
비

국비 계
지방
비

국비

소  계 157.5 157.5 0 801.4 345.4 456
추진전략 5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5-1 O

1004나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5-2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기초 135.3 135.3 - 138 138 - 5-3 O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5-4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5-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8 8 - 5-6

인적안전망운영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6 6 - 5-7

나눌수록 올라가는 
가족의 온도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 - - 1.5 1.5 - 5-8

사랑의 생필품 나눔
의왕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 - - - 1.7 1.7 - 5-9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내실화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국고
(매칭)

- - - 545 109 436 5-10

봉급우수리사업 확대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기초 - - - - - - 5-11

통합 김장나눔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국고
(매칭)

- - - 75 55 20 5-12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기초 6.8 6.8 - 12 12 - 5-13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기초 12.8 12.8 - 14.2 14.2 -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