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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 ~ 2021.6)

❍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

  -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중3~고3 80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지정 확대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초등2개반 40명

  - 토당청소년수련관 초,중등 2개반 40명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초,중등 2개반 40명

❍ 다함께돌봄센터 

  - 1호(중산), 2호(대화)점 개소 : 정원 각40명

상반기 추진실적

(‘21. 7월~12월 실적)

❍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

  - 저소득 중고등학생 학습지원(학습지원)

  - 중3~고3까지 정원80명 운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운영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초등2개반 40명

  - 토당청소년수련관 초,중등 2개반 40명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초,중등 2개반 40명

❍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돌봄센터 3개소 100명 운영 

❍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 공모선정 및 1개교 3개실 운영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학교돌봄터 개소 및 운영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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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3,903 302 642 793 1,006 1,16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배움누리)

국비 1,097 75 243 260 258 261

도비

시비 1,588 227 294 260 398 409

기타

다함께
돌봄센터

국비 632 12 80 225 315

도비 107 18 37 52

시비 479 93 175 88 123

기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사회적거리두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미운영

❍ 개선대책

    - 온라인 통신을 통한 쌍방향 소통 학습 진행

    - 돌봄가정 학습물 및 급식 대체 식품 배송

    - 저소득 가정 인근 식당연계 급식지원

    - 비대면 돌봄 상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특별 돌봄 프로그램 진행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2,900 302 591 669 669 66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국비 1,059 75 243 247 247 247

도비 0

시비 1,211 227 243 247 247 247

기타 0

다함께 
돌봄센터

국비 252 12 80 80 80

도비 33 11 11 11

시비 345 93 84 84 84

기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