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2-다-1)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 돌봄 통합적 관리
 (지자체 연계·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현황

  ▢ 돌봄협의체 구성 현황

연도 돌봄지원협의회(도) 돌봄운영협의회(시․군) 마을돌봄협의회(권역) 계

2018 1 23 78 102

2019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주체 변경 예정

  ▢ 2018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공모사업‘굿센스’운영 현황

   -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지역유관기관 연계 27개 팀 운영

사 업 목 표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 및 돌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마을돌봄 기능 강화로 학교와 교원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추진계획

   ▢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마을 단위의 협력 돌봄 사업 추진

      - 사업명: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공모사업’

      - 도교육청, 도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 업무 협약(2017. 10. 31.)에 따라 도교

육청과 도청이 공동으로 사업 주관 및 사업비 분담

      - 매년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지역 유관기관 연계팀 공모

      - 공모 분야: 학기 중 돌봄 연계, 방학 중 돌봄 연계

      - 예산 지원: 팀별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팀당 최대 3,000만 원)

   ▢ 돌봄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시스템 구축

      - 광역돌봄협의회(도), 기초돌봄협의회(시, 군), 마을돌봄협의회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공모사업 추진

물량(팀) 27 27 27 27 108
금액 200 200 200 200 800

돌봄협의체 운영
물량(개) 20 20 20 20 80
금액 43 43 43 43 172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공모사업 참여 누적 팀수 108팀 27팀 54팀 81팀 108팀

돌봄협의체 운영 돌봄협의체 운영 누적 수 80개 20개 40개 60개 80개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필요없음

기대효과

   ▢ 지자체 연계 돌봄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대

   ▢ 학교와 교원의 돌봄 관련 업무 부감 경감

   ▢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 모델 개발·확산에 기여

주관부서 교육복지과 사업종류 신규사업

담 당 자 한익희(☏ 255) 재원조달
자체예산, 지자체예산

중앙정부예산, 민간후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