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스타트란? 

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피어나는 새싹’을 이미지화한

드림스타트 CI

아동의 희망, 성장, 미래, 꿈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이 희망찬 미래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ORANGE
아동을 위한 희망을 상징

PURPLE
아동보호와 안전을 상징

BLUE
희망찬 미래와 성장을 상징

GREEN
아동의 꿈과 꿈을 위한
서포터를 상징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2006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 16개 시·군·구

2008 ▪ 사업명 변경 :희망스타트→드림스타트
 ▪ 사업지역 확대(16개→32개)
 ▪ 국정핵심과제 선정
 ▪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2009 ▪ 사업지역 확대(32개→75개)
 ▪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2010 ▪ 사업지역 확대(75개→101개)
 ▪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  서비스유형별 :  기본, 필수, 선택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시·도
[관리 및 운영지원]

시·군·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기구 지역자원

제공주체
[공공자원, 민간(연계)자원,

지역발굴자원]

제공서비스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시설입소,
대여 / 감면]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슈퍼비전

멘토 / 멘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사업지원]

2011 ▪ 사업지역 확대(101개→131개)
 ▪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 아동복지법 내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 8. 4., ’12. 8. 5. 시행)

 ▪ [지역 내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11. 8. ~ ’13. 12.)

2012 ▪ 사업지역 확대(131개→181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3 ▪ 사업지역 확대(181개 → 211개)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  서비스 대상지역 전체 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사업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4 ▪ 사업지역 확대(211개 → 219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e-dreamstart) 통합
    -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2015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229개 시·군·구)
 ▪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드림스타트 추진경과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영역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과정

5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6  
종 료

▪  사례 및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드림스타트의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

1  
가정방문

2  
아동 및 가족의 욕구, 

상황 파악

3  
서비스 계획

4  
서비스 실행

▪ 아동 및 가족의 상담

▪  아동 및 가족의 기초정보 

확인

▪  아동 및 가족의 욕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상태

파악

▪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드림스타트 지원서비스 영역  >>>

영 역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부모 및
가족지원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양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양육기술 강화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신
체

 / 

건강

보건소

약국

병·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
아동센터

1:1 멘토링

가정방문
서비스

건강가정 
지원센터

재활기관

학교

복지관

학원
(특기적성)

아동 및 가족

정서 / 행
동

 

 부
모

 및
 가족지원

        
  인

지 / 
언
어

   

드림스타트 지원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효과성 연구를 통해  

아동 연령별 드림스타트 서비스 참여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참여집단참여집단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나의 가족, 나의 엄마, 드림스타트 

부스럭 부스럭~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행동인줄 몰랐습니다. 

저는 도망간 어머니 보다 저를 늘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더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십니다. 
술과 담배 심부름은 당연히 제가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느 날 저는 드림스타트 선생님을 따라서 아동발달센터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모래놀이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동발달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아팠던 마음을 다 풀고 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라고 하시며 집으로 반찬을 배달해주십니다. 
저는 방과 후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학교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숙제도 하고 저녁도 먹고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저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은 시키지 않기로 드림스타트 선생님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잡월드에 가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드림스타트는 늘 혼자 외롭게 지냈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 저의 엄마입니다.

아동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정 형 진 (경북 경주시)

영유아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영유아는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
보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사회성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참여하
지 않은 아동보다 인지수준, 학교성적, 정서수준, 사회
성, 강점, 학교적응력이 더 뛰어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건강증진행위, 인지수준, 학교성적, 학습습관,  정서수준,  
사회성, 강점, 학교적응, 안녕감, 자아존중감이 더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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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는 현재 

다양한 기관들과의 MOU체결을 통해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 중앙(전국)후원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02-6901-0289
 ▪ 시·군·구 드림스타트 후원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내 해당 지역 대표번호 참조

드림스타트 중앙후원 협약기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MOU 체결식

대교문화재단 MOU 체결식무료독감예방접종

(재)한국실명예방재단 MOU 체결식

대교문화재단 ㈜대교 교원구몬

함소아 함소아제약 힌국예탁결재원

웅진싱크빅 재능교육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녹십자 (재)한국실명예방재단

후원/협약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practitioners

※ 이 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22개소  

강남구 02-3423-6015~8
강동구 02-3425-5802~3
강북구  02-901-2352~3
강서구  02-2600-5393
관악구 02-879-6181~6
광진구 02-450-1402~8
구로구 02-860-2232/9
금천구 02-2627-1988
노원구 02-2116-4418
도봉구 02-2091-3092~9
동대문구 02-968-9011/6
마포구 02-3153-8942/5
서대문구 02-330-8704
서초구 02-2155-8884~9
성동구 02-2297-8470~2
성북구 02-920-3575~8
송파구 02-2147-3806
양천구 02-2620-4605~11
영등포구 02-2670-3120~5
은평구 02-351-7261/9
종로구 02-2148-2341
중랑구 02-3422-0607~8

경기지역 31개소  

가평군 031-580-4591~5
고양시 031-8075-3366
과천시 02-3677-2218~9
광명시 02-2680-6218
광주시 031-760-4435~6
구리시 031-550-8393
군포시 031-390-0601~7
김포시 031-980-5596~9
남양주시 031-590-8664
동두천시 031-860-2801~6
부천시 032-625-8490~7
성남시 031-729-8861~8
수원시 031-228-4624
시흥시 031-310-3171
안산시 031-481-2201
안성시 031-678-5382
안양시 031-8045-3395
양주시 031-8082-4191~5
양평군 031-770-1036~7
여주시 031-887-2755
연천군 031-833-8993/5
오산시 031-8036-8720/2
용인시 031-324-4505~12
의왕시 031-345-2275~7
의정부시 031-850-5701~5
이천시 031-645-1965
파주시 031-940-4421~4
평택시 031-8024-7490~5
포천시 031-538-3257~9
하남시 031-790-6264~6
화성시 031-369-4856~9

인천지역 10개소  

강화군 032-934-6543
계양구 032-450-5783~8
남구 032-880-7442~4
남동구 032-453-5900
동구 032-770-6840~8
부평구 032-509-8980
서구 032-560-3341~9
연수구 032-749-8400
옹진군 032-899-2320~5
중구 032-760-6380-9

충남지역 15개소  

계룡시 042-840-3697
공주시 041-840-2697
금산군 041-750-4891/7
논산시 041-746-5381~8
당진시 041-354-2612
보령시 041-930-3990
부여군 041-830-2845~6
서산시 041-660-3054
서천군 041-950-4646~7
아산시 041-540-2777~8
예산군 041-339-8921/4
천안시 041-572-9992
청양군 041-940-2096
태안군 041-670-2486
홍성군 041-630-9842~6

대전지역 5개소  

대덕구 042-608-6344
동구 042-286-0015~6
서구 042-611-6284
유성구 042-601-6640
중구 042-606-7471~6

광주지역 5개소  

광산구 062-960-8388
남구 062-607-3531
동구 062-608-2681
북구 062-410-6930~4
서구 062-360-7121

제주지역 2개소  

제주시 064-728-2691~7
서귀포시 064-760-6441~5

강원지역 18개소  

강릉시 033-660-2326
고성군 033-680-3666~8
동해시 033-531-8944
삼척시 033-570-4093~7
속초시 033-636-1240
양구군 033-481-8774
양양군 033-670-2810~5
영월군 033-370-1850
원주시 033-737-2774
인제군 033-460-2214
정선군 033-560-2943
철원군 033-450-5234
춘천시 033-250-4801~7
태백시 033-550-2853~4
평창군 033-330-2092~4
홍천군 033-430-2131
화천군 033-440-2346
횡성군 033-340-2340

경북지역 23개소  

경산시 053-810-5342~4
경주시 054-760-7730~6
고령군 054-950-6208
구미시 054-480-6581~8
군위군 054-380-6922
김천시 054-430-1846
문경시 054-550-8950~5
봉화군 054-679-6696
상주시 054-537-6671~3
성주군 054-930-6871~5
안동시 054-840-5190
영덕군 054-730-7363/8
영양군 054-680-6290/5
영주시 054-634-4605
영천시 054-330-6260
예천군 054-650-6361/3
울릉군 054-790-6166
울진군 054-789-6270/6
의성군 054-830-6510/2
청도군 054-372-8080
청송군 054-870-6651
칠곡군 054-971-0950
포항시 054-270-3072

부산지역 16개소  

강서구 051-970-4342
금정구 051-519-5161/6
기장군 051-709-5061~5
남구 051-607-6480~7
동구 051-440-4721~3
동래구 051-550-4856~7
부산진구 051-605-6442~7
북구 051-309-2081~5
사상구 051-310-3191/5
사하구 051-220-5381
서구 051-240-3571~7
수영구 051-610-4481/3
연제구 051-665-4657
영도구 051-419-4121~7
중구 051-600-4202
해운대구 051-749-6271/4

전북지역 14개소  

고창군 063-560-8091~7
군산시 063-454-7850
김제시 063-540-2945~50
남원시 063-620-8991~7
무주군 063-320-2960~4
부안군 063-580-4295
순창군 063-650-5091~5
완주군 063-290-2233
익산시 063-859-4232
임실군 063-644-3001
장수군 063-350-2752
전주시 063-281-5221~7
정읍시 063-539-5541~4
진안군 063-430-2918

전남지역 22개소  

강진군 061-430-3155
고흥군 061-830-6601~8
곡성군 061-362-5605
광양시 061-797-3373
구례군 061-780-2166~72
나주시 061-339-2546
담양군 061-380-2775
목포시 061-270-8261
무안군 061-450-5541~6
보성군 061-852-6717
순천시 061-749-4028
신안군 061-240-8634
여수시 061-659-5391
영광군 061-350-5320
영암군 061-470-6510~5
완도군 061-550-6990~6
장성군 061-392-2323
장흥군 061-862-0766
진도군 061-540-3171/4
함평군 061-320-3920
해남군 061-530-5718
화순군 061-379-3546~7

울산지역 5개소  

남구 052-226-4810
동구 052-209-4581
북구 052-241-7676
울주군 052-229-7628
중구 052-290-4780

경남지역 18개소  

거제시 055-639-3754~6
거창군 055-940-8792~5
고성군 055-670-5382/7
김해시 055-330-6593~8
남해군 055-860-3842
밀양시 055-359-6011/6
사천시 055-831-2674
산청군 055-970-6581
양산시 055-392-5981~4
의령군 055-570-2480
진주시 055-749-2505~6
창녕군 055-530-1941
창원시 055-225-3911
통영시 055-650-4280
하동군 055-884-7405/7
함안군 055-580-2381
함양군 055-960-5158
합천군 055-930-3254~8

※전국 226개소 (2015년 8월 기준)

대구지역 8개소  

남구 053-664-3224
달서구 053-667-3431~8
달성군 053-668-2681~6
동구 053-662-2671~6
북구 053-665-4340/8
서구 053-663-2612/7
수성구 053-666-4641
중구 053-661-2612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충북지역 11개소  

괴산군 043-830-3931~5
단양군 043-420-3063~9
보은군 043-540-3816~8
영동군 043-740-3781/7
옥천군 043-730-4981~6
음성군 043-871-3607
제천시 043-641-5431~7
증평군 043-835-3866~9
진천군 043-539-3412
청주시 043-201-1952
충주시 043-850-6870~9

세종지역 1개소  

세종시 044-300-3724~5



www.mw.go.kr

※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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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a d q u a r t e r s  o f  D r e a m  S t a r t

www.dreamstart.go.kr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