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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개편 4. 협치행정의 도입

5. 의미있는 성과와 과제



- 2015년 출산율 1.24   (OECD 1.7명) 

- 2050년 65세이상 인구비율 세계 2위 예상

- 최근 3년간 복지대상자 73% 증가한 반면, 복지공무원은 18% 증가

- 공동체 문화 실종 - 각자 도생 사회

시민들의 복지 현실

















무인민원발급기 전동 배치 : 행정효율화 기반
마련

○ 관련 법령개정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법적근거 마련







복지대상방문 +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위한 출장 횟수



New New up

※  2단계 전동 시행시 찾∙동 정착화에 따른 등록 방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누적 방문 수 122,587건)













발굴된 12,281명에 대해 14,437건 연계(복합제공)







( 10점 만점) ( 12점 만점)



New UP















투 입 활 동

• 방문 : 연간 98,361명
- 어르신 30,694명
- 영유아 5,683명
- 빈곤위기가정 61,984명

• 복지∙건강지원 및 연계
- 530,968건 상담(시행 전대비 95% 증가)
- 133,987건 복지급여 신청

• 주민친화적 공간개선 : 74개동
- 주민자치공간마련(마을활력소) 4개동

• 마을계획단 구성
- 14개동, 1,058명 구성

성 과

빈곤위기가정 12,281명 발굴∙지원
- 기초수급 지원 등 연계 :15,959건

건강문제대상자 7,209명 발굴∙지원
- 건강자원 연계 12,966건
- 당뇨교실 등 운영 1,528회 13,049명

방문건강관리율 향상
- 65세 방문건강관리율 : 61.4%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
- 민간협업기관 : 819
- 지역 돌봄 모임수 2.2배 증가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 235건
- 공공성이 높은의제 도출 61.3%
- 주민주도 50.6%, 민관협력 21.3% 등

주민의 참여와 기반조성
- 자치회관 상시개방 95%

- 마을활력소 주민 자율운영 50%

• 예산 : 209억
- 인건비 101억
- 시설비 59억
- 기타 사업비 등 49억

• 인력: 총 595명(동별 7.4명)

- 신규채용 331명
- 구 -> 동배치 121명
- 마을사업전문가 35명
- 방문간호사 106명

• 교육 : 총 417회
- 관리자교육 6회

- 실무자 전문성 향상교육 22회

- 직원역량강화교육(자치구) 398회



“동 주민센터에서 해준게 뭐있다고 귀찮게 방문하냐?”라던 주민

상담을 마치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을 보면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싶어지고

이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서운 병인 줄 알고 혼자 두려워하던 어르신

방문상담을 마치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되

는 노년을 활기차게 시작 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가 든든하게 지켜 드릴께요.

“동에서 만나니 더 좋네요”라고 말하는 복지관 직원

“이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공공기관 사업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같이했어요. 구단위로 할때보다 더 집약적으로 회의와 사례관리를 할수 있게

됐어요 ”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취재기사
중

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천사례집 수기



찾동으로 발견된 세모녀는 월세가 10개월 이상 체납된 반지하방에, 가전제품과 가구도 전혀 없이 바퀴벌

레만이 가득한 방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극도로 불안해 하던 상태,

동주민센터 긴급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장롱, 주방용품, 이불, 식탁 등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무지 발 딛일 틈도 없이 쓰레기더미와 이불 그리고 개 사료와 분뇨

가 뒤섞인 방에 기저귀가 떨어져서 애견패드를 밑에 깔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있던 아기

긴급생계지원으로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과 살림살이를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주민센터 직원들 중

딸 키우는 분들이 십시일반 아기 옷을 사 들고 얼른 입혀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저귀가 떨어져 애견패드를 깔고있던 아기와 어린부부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던 어머니와 방치하고 있던 딸

빈곤위기가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열사병과 폐렴으로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발견 119로 중환자실에 입원. 

동주민센터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 또래관계가 전무하던 딸은 시립청소년드림센터로 연계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기력해 있던 가정이 웃음을 찾게 되었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날을 바

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동 주민센터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천사례집 수기

가정폭력을 피해 바퀴벌레와 함께 생활하던 위기의 세 모녀



주민참여와 행정 내외부를 아우르는 협치 강화

공무원이 주도하는 공공정책 강화에서 주민들이 사업의

주인으로써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 구축

조급한 실적주의 지양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도록 업무방식과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전환에 보다

중점



ü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용기와 결단

ü끊임없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 협치의 결과

ü현장에서 땀 흘린 공무원과 주민들의 헌신과 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