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0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15명 200명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규봉, 청소년팀장 안도연, 담당 박정난 ☎ 729-3044

협조부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학교밖지원팀장 김기봉, 담당 김효림 ☎ 729-9172

협력체계

시민참여 홈페이지, SNS 등 웹소통, 청소년운영단 운영 등

□ 정책목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학교밖청소년 조기발굴 강화
∙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추진

□ 개    요

  ❍ 근거법령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장소 :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보장제 ‘바우처 복지카드’ 도입

    ∙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 성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내실화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2019년 연  간 ∘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시행(만16~18세)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지원

2020년 연  간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지원

2021년 연  간 ∘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확대 시행(만13~18세)

2022년 연  간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지원

2023년이후 연  간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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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8 1,599 6,117 579 1,400 1,615 1,665 858 9,132

국비 1,450 260 514 86 120 123 123 62 676

도비 544 57 212 19 68 50 50 25 275

시비 14,854 1,282 5,391 474 1,212 1,442 1,492 771 8,181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확대 계획 수립 10 계획 수립 11월 계획 수립 100

2019년 힉교밖 청소년 지원 30 학교밖 청소년 지원

8월 지원 시행
복지카드 도입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원센터 운영

100

2020년 힉교밖 청소년 지원 30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카드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원센터 운영

100

2021년
이후 힉교밖 청소년 지원 30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카드 확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원센터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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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지원
복지카드 도입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원센터 운영

복지카드 확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실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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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4,010 899 913 743 869 586

학교 밖 청소년 성과인원 1,066 296 276 182 290 22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인원 1,417 - 199 286 527 405



청소년 성장캠프 미디어영상 수업 주얼리공예 수업 메타버스활용 온라인수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 11. 14.: 이행계획 수립
◦ 11. 21.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 모색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관계자 및 시민 200명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계획 수립

◦ 8. 12. 시행(만16~18세)
◦ 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2020년 계속 추진
◦ 바우처 복지카드 지속 시행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2021년 계속 추진

◦ 바우처 복지카드 대상자 확대 시행
   (만13~18세)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2022년 계속 추진
◦ 바우처 복지카드 지속 시행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2023년 계속 추진
◦ 바우처 복지카드 지속 시행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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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5,640 1,599 90,9 5,566 488 1,216 1,457 1,663 742

국비 82.4 638 260 102 522 55 120 137 140 70

도비 147.2 396 57 261 553 19 67 188 201 78

시비 69.1 4,606 1,282 83 4,491 414 1,029 1,132 1,322 594

  ※ 국도비집행 증액사유: 2020년부터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기존 도비→변경 국도비)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기존 시비→도시비)사업 내시 반영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12.1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100,000 확정 20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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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60 1,599 4,041 7,220 858 1,825 1,831 1,834 872

국비 1,197 260 378 559 62 140 142 142 73

도비 1,093 57 339 697 25 190 192 192 98

시비 10,570 1,282 3,324 5,964 771 1,495 1,497 1,500 701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애로
∘은둔형 사각지대 학교밖 청소년 발굴, 지원  
  애로

∘바우처 지원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교육부 정보망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계를 통한 발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 해소 홍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권, 학습권  
  보호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바우처카드 사업 안내를 통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진입 보장 홍보

❍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각종 SNS 카드 뉴스를 활용한 정책 홍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문화‧예술‧체육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