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44  보육시설 미세먼지대책(공기청정기 지원)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단기 명 1,000명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동보육팀장 최윤실, 담당 홍정민 ☎ 729-2988

협조부서

협력체계 부모모니터링단

시민참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

□ 정책목표

미세먼지 증가로 실내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유지 지원으로 쾌적한 실내 보육환경 제공

□ 개    요❍ 사업대상: 성남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17. 7. ~ 계속 
  ❍ 사업내용: 어린이집 보육실(유희실 포함) 당 공기청정기 1대 사용료 지원
     (임대시 월 11천원, 자가 보유시 연 130천원)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2018. 3 ~ 12.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2019년 2019. 3 ~ 12.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2020년 2020. 3 ~ 12.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2021년 2021. 3 ~ 12.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2022년 2022. 3 ~ 12.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2023년이후 2023. 3 ~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정산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633 127 1,676 336 365 330 317 328 1,830

도비 1,090 38 502 101 109 99 95 98 550

시비 2,543 89 1,174 235 256 231 222 230 1,280

※ 국·도비 내시 변경 (도 30, 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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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 확인지표: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공기청정기 지원율(지원시설수/총시설수×100) 25 657 588 89.5%

2019년 공기청정기 지원율(지원시설수/총시설수×100) 25 612 566 92.4%

2020년 공기청정기 지원율(지원시설수/총시설수×100) 25 588 545 92.6%

2021년 공기청정기 지원율(지원시설수/총시설수×100) 25 550 534 97.0%

2022년 공기청정기 지원율(지원시설수/총시설수×100) 계속 530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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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B/A) 89.5% 92.4% 92.6% 97.0% -

시설현황(A) 2,407 657 612 588 550 -

지원시설수(B) 2,233 588 566 545 534 -

설치대수 9,396 2,162 2,359 2,395 2,480 -

지원액(백만원) 1,170 258 290 309 313 -

 
   ∙ 사업추진상황

공기청정기 설치사진 공기청정기 설치사진 어린이집 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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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018. 8. 3. 계획 수립 
2018. 8. 16.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급  
2019. 2. 13.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자체 
모니터링(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19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019. 4. 29.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급
2020. 3. 18.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자체 
모니터링(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0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020. 9. 15.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급
2021. 3. 15.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자체 
모니터링(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1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021. 8. 25.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급
2022. 3. 15.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자체 
모니터링(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2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022. 5. 계획 수립
2022. 8.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급
2023. 3.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자체 
모니터링(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3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예정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부모 모니터링단

2인1조(전문가와 부모)로 대상 어린이집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

(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1년 11월부터 진행중

어린이집 자체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체 

모니터링 실시(실내공기질 점검 포함) 

2021년 550개소 중 

534개소 실시(97%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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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70 1,259 84 70 1,175 262 290 309 314 -

도비 70 377 25 70 352 78 87 93 94 -

시비 70 882 59 70 823 184 203 216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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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9 84 1,175 1,830 366 366 366 366 366

도비 927 25 352 550 110 110 110 110 110

시비 2,162 59 823 1,280 256 256 256 25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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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실제 공기청정기 있으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번거로움으로 보조금 미신청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번거로움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결과 간소화 및 
현장 점검 확대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독려
  ❍ 공기청정기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허위 설치 여부 확인

□ 기대효과 
❍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