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42  돌봄대기자 ZERO 초등돌봄체계 구축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계속 77명 26,233명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다함께돌봄팀장 조현경, 담당 김혜경 ☎ 729-2866

협조부서

협력체계 LH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시민참여 주민동의를 통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무상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돌봄 수요조사 

□ 정책목표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개    요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온종일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개년간)
  ❍ 사업내용: 수요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초등돌봄 체계구축 공약사업 방침결재
∘성남시 다함께돌봄 4개년계획 수립
∘성남시 다함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
2022년

지  속 ∘성남형 「다함께돌봄 표준모델」 마련 및 돌봄 센터 설치

2023년이후 연  중 ∘돌봄시설 운영지원(내실화)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34,069 449 12,406 81 2,113 3,120 4,399 2,693 21,214

국비 7,731 35 2,245 20 281 552 837 555 5,451

도비 3,128 13 1,212 8 615 157 253 179 1,903

시비 23,210 401 8,949 53 1,217 2,411 3,309 1959 13,86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초등돌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100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7월 계획 수립
12월 조례 제정 100

2019년 초등 돌봄 시설 설치 계속 초등돌봄시설 설치 4개소 설치 100
2020년 초등 돌봄 시설 설치 계속 초등돌봄시설 설치 9개소 설치 100
2021년 초등 돌봄 시설 설치 계속 초등돌봄시설 설치 11개소 설치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돌봄시설 설치
(다함께돌봄,학교돌봄터) 4개소 9개소 11개소

    ∙ 돌봄센터 설치계획
연도 사  업  내  용 추진계획

2019년 초등 돌봄 시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설치

2020년 초등 돌봄 시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설치

2021년 초등 돌봄 시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학교돌봄터센터 1개소(2교실) 설치

2022년 초등 돌봄 시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학교돌봄터센터 2개소(4교실) 설치

    ∙ 돌봄센터 설치 상황                             (단위: 설치장소(사업량))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32(35) - 4(4) 9(9) 11(12) 8(10)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1(1) - 1(1) - -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8(28) - 3(3) 9(9) 10(10) 6(6)

학교돌봄터 설치 3(6) - - - 1(2) 2(4)

    ∙ 사업추진상황 

협약식(다함께 10호점) 협약식(학교돌봄터) 개소식(다함께 1호점) 개소식(다함께 2호점)

다함께(6호점) 운영상황 다함께(9호점) 운영상황 다함께(13호점) 운영상황 학교돌봄터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초등돌봄 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

◦ 2018.  4.  4.: 정부 온종일돔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발표 
◦ 2018.  7. 20.: 돌봄대기자 ZERO 초등돌봄체계구축 계획수립
  - 방과후 돌봄 시설 35개소 설치
    (시립지역아동센터 1, 다함께돌봄 32, 학교돌봄터 2)
◦ 2018. 12. 24.: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수요조사
   : 242명

2019년 초등돌봄시설 설치

◦ 2019.  3. 29.: 다함께돌봄센터(은행1동) 1호점 개소
◦ 2019.  9.  2.: 다함께돌봄센터(위례역푸르지오4단지) 2호점 개소
◦ 2019. 12. 12.: 시립도담태평동지역아동센터 개소
◦ 2019. 12. 24.: 다함께돌봄센터(백현마을3단지) 3호점 개소

◦ 수요조사
   : 769명

2020년 초등돌봄시설 설치

◦ 2020.  2. 28.: 다함께돌봄센터(판교동) 4호점 개소
◦ 2020.  6.  1.: 다함께돌봄센터(단대동) 5호점 개소
◦ 2020.  6.  1.: 다함께돌봄센터(상대원3동) 6호점 개소
◦ 2020.  9. 23.: 다함께돌봄센터(구미동) 7호점 개소
◦ 2020.  9. 23.: 다함께돌봄센터(위례35단지) 8호점 개소
◦ 2020.  12. 1.: 다함께돌봄센터(금광2동) 9호점 개소

◦ 수요조사
   : 15,740명

2021년 초등돌봄시설 설치

◦ 2021.  1. 26.: 다함께돌봄센터(하대원동) 10호점 개소
◦ 2021.  3.  2.: 다함께돌봄센터(수진2동) 12호점 개소
◦ 2021.  3. 11.: 다함께돌봄센터(고등마을) 11호점 개소
◦ 2021.  5.  3.: 다함께돌봄센터(수자인금광) 13호점 개소
◦ 2021.  6.  1.: 성남시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1호점 개소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여수동) 14호점 개소
◦ 2021. 11.  3.: 다함께돌봄센터(더샵판교퍼스트파크) 15호점 개소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호야) 16호점 개소
◦ 2021. 12.  1.: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타운) 17호점 개소
◦ 2021. 12. 29.: 다함께돌봄센터(은행2동) 18호점 개소

◦ 수요조사
   : 26,233명

2022년 초등돌봄시설 설치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서현2동) 19호점 설치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복정동) 20호점 설치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정자1동) 21호점 설치
◦ 2021. 10. 12.: 다함께돌봄센터(더샵판교포레스트) 22호점 설치

  ❍ 협력체계 구축

구분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다함께돌봄센터 LH 경기지역본부

∘다함께돌봄센터설치 장소제공
  - 무상임대

∘LH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설치
 - 백현마을3단지,
 - 위례35단지
 - 하대원동
 - 고등마을

학교돌봄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 학교,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행정 지원

∘학 교
 - 학교돌봄터 공간 제공 및
  운동장, 도서관 등 부대시설
  사용허가

∘교육지원청, 학교, 성남시 업무협약 체결
 - 대장 초등학교
 - 수내 초등학교
 - 오리 초등학교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63 6,763 449 65 8,082 81 1,542 2,713 1,053 2,693

국비 65 1,202 35 66 1,472 20 178 514 205 555

도비 87 1,007 13 88 1,069 8 600 135 147 179

시비 59 4,554 401 62 5,541 53 764 2,064 701 1,959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34,069 449 5,389 15,678 2,693 3,710 3,710 3,710 1,855

국비 7,731 35 917 3,982 555 979 979 979 490

도비 3,128 13 890 1,407 179 351 351 351 175

시비 23,210 401 3,582 10,289 1959 2,380 2,380 2,380 1,190

□ 기대효과 
  ❍ 양육환경 변화 및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구축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