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4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달성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계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보육정책팀장 최윤실, 담당 최윤실 ☎ 729-2933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 정책목표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31.9%)를 정부 공약(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에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상향
  ○ 다각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증진 기여

□ 개    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성남시 보육시설

❍ 사업내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2018. 7. 2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보고

2019년 연 중
∘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4개소
 - 신축: 1개소

2020년 연 중
∘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확충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6개소
 - 매입: 2개소/장기임차: 2개소/신축: 1개소

2021년 연 중
∘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 확충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12개소
 - 매입: 2개소/장기임차: 2개소

2022년 연 중
∘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 확충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10개소
 - 매입: 2개소/장기임차: 2개소/신축: 2개소

2023년이후 연 중 ∘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확충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55,801 3,142 31,980 220 11,561 12,766 4,989 2,444 20,679

국비 7,921 394 5,514 110 1,083 2,308 1,268 745 2,013

도비 3,416 201 2,444 55 542 1,076 552 219 771

시비 39,476 2,547 19,034 55 9,936 7,082 1,742 219 17,895

기타 4,988 - 4,988 - - 2,300 1,427 1,261 -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민간자본 백현3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지원사업
2,300,000

민간자본 운중동 국공립어린이집
2019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427,000

민간자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2021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261,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75.2%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23.9% 23.9% 100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27.1% 25.7% 95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31.3% 28.61% 91.4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35.6% 31.9% 89.6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40.0% 34.58% 86.45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28 1 5 6 14 2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5 1 1 1 2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9 2 7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13 4 4 5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1 1



    ∙ 사업추진상황
태평4동어린이집개원 판교테크노2어린이집개원 복정2어린이집개원 아이파랑새어린이집개원

푸른꿈어린이집개원 판교숲속어린이집개원 판교더샵어린이집개원 판교엘포레어린이집개원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시 설 명 소 재 지 개원일 정원 비 고

2018년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분당구 야탑로 303 2018. 3. 140 신 축

2019년

태평4동어린이집 수정구 남문로 134 2019. 9. 126 신 축

위례어린이집 수정구 위례동로 61 2019. 3. 79 주민동의

고등2어린이집 수정구 고등로 57 2019. 9. 91 주민동의

두산아이숲어린이집 수정구 태평로 65 2019. 9. 31 주민동의

고등풀빛어린이집 수정구 고등로 34 2019. 9. 48 주민동의

2020년

위례푸른어린이집 수정구 위례광장로 34 2020. 3. 26 주민동의

위례라온어린이집 수정구 위례광장로 12 2020. 3. 26 주민동의

판교밸리풍경채어린이집 수정구 고등공원로 19 2020. 4. 45 의 무

자이숲어린이집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2020. 5. 55 주민동의

포레스티아어린이집 수정구 수정로 319 2020. 8. 91 의 무

판교테크노2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로319번길 14 2020. 12. 45 주민동의

2021년

수자인금광어린이집 중원구 광명로 411 2021. 3. 70 의 무

복정2어린이집 수정구 복정로118번길 20 2021. 3. 146 신 축

위례3어린이집 수정구 위례순환로 53 2021. 3. 70 주민동의

아이파랑새어린이집 수정구 논골로36번길 19-1 2021. 3. 57 장기임차

푸른꿈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69 2021. 6. 68 의 무

푸른별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57 2021. 6. 52 주민동의

판교숲길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58 2021. 6. 43 주민동의

판교숲속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30 2021. 6. 56 의 무

판교더샵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2021. 6. 70 의 무

판교엘포레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16 2021. 8. 48 주민동의

판교밸리포레자이어린이집 수정구 고등로 33 2021. 10. 41 의 무

분당파크리버어린이집 분당구 돌마로 173 2021. 11. 43 의 무

판교다온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20 2021. 11. 45 의 무

판교가온어린이집 분당구 판교대장로 77 2021. 11. 39 주민동의

2022년
백현하나어린이집 분당구 판교역로 87 2022. 3. 96 신 축

운중하나어린이집 분당구 판교원로 52 2022. 3. 85 신 축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40.4 14,188 172 43.8 14,016 69 3,226 7,196 3,505 20

국비 27 1,593 - 28.9 1,593 5 868 265 445 10

도비 30 793 - 32.4 793 - 434 132 222 5

시비 37.4 8,075 172 41.5 7,903 64 1,924 4,499 1,411 5

기타 74.7 3,727 - 74.7 3,727 - - 2,300 1,427 -

※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및 정자동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추진 지연되어 예산 집행률 저조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8. 5. 하나금융그룹 2018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2,300,000 확정 2018. 7.

2019. 2. 하나금융그룹 2019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427,000 확정 2019. 4.

2021. 2. 하나금융그룹 2021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261,000 확정 2021. 6.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40,956 3,142 31,980 5,834 1,320 2,761 1,513 120 120

국비 6,808 394 5,514 900 660 60 60 60 60

도비 3,095 201 2,444 450 330 30 30 30 30

시비 26,065 2,547 19,034 4,484 330 2,671 1,423 30 30

기타 4,988 - 4,988 - - -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신청 저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시 아파트 임대수입 감소 및 보육수요가 

없는 입주자 반대로 50% 동의에 장애 요인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2019. 7. 15.)하여 관리동 어린

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시 해당 단지에 

시설개선비 지원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공동주택어린이집 원장,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

□ 기대효과 

❍ 시민이 만족하는 공보육 서비스 확충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 구현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공보육에 대한 기능 강화

❍ 육아부담 경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