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7

 방과후 마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지원(ⅱ)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2,246백만원

❏ 사업개요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목    표

○ 공공영역 학교 밖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 민간영역 돌봄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운영 지원

❏ 추진체계   

○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

온종일돌봄 = 학교돌봄 + 마을돌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2018년 학교 밖 돌봄 현황 (단위 : 개,명)

구분 개소수 정원 현원 비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 80 80

지역아동센터 35 1,044 903

❏ 추진계획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설치 운영

(서비스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 · 중학생



(서비스 내용) 전문체험, 학습지원(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자기개발, 생활

관리(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등

(확대 설치 계획)

- 2019년도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1개소 2개반(40명) 추가 운영

- 2020년 이후 탄현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확대 운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공시설 

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검토

○ 다함께 돌봄 센터 ⇒ 장기적 검토

(서비스 대상) 6-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서비스 내용) 상시·일시돌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

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서비스 인력) 기본 : 상근 1인(관리자), 시간제 2인(돌봄교사)

(서비스 공간) 도서관, 행복센터 등 공공시설 및 아파트 관리동 등 접

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 공간 등 리모델링하여 활용

* 주민센터·마을회관·문화센터·도서관·보건소·청소년수련관·농촌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등 대상 활용

(운영 방식) 직영, 공동운영, 위탁 운영 등

(추진 계획) 우리 시 여건, 돌봄 수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 설치 검토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6년 12.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 운영 2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 우수사례
벤치마킹

설치
검토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2,246 302 486 486 486 48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국비 1,047 75 243 243 243 243
도비

시비 1,199 227 243 243 243 243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잔존 ⇒ 저소득층 이용시설이란 

고정관념이 큼

- 지역아동센터 정원 충족율 저조(약 80%)로 신규 설치 수요가 없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방과 후 학원 이용율이 약 70%의 높은 수준이며 타 지자체의 다함께

돌봄센터 시범운영 시 이용모집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성격으로 신규 설치 

검토는 돌봄 수요 및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감당해야할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대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기존 학교 밖 돌봄 수요 충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타 지자체 운영사항 및 수요조사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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