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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공기정화장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학교(유치원) 275개교, 4,336교실
    ∙ 지원내용 :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등)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구   분
전체 학교

설치학교 미설치학교 지원 교실 수
학교수 학급수

합   계 275 4,680 275 0 4,336

유치원 116 547 116 0 574

초 73 1,892 73 0 1,787

중 46 940 46 0 822

고 36 1,210 36 0 1,086

특수·각종 4 91 4 0 67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지원방침 결정
∘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등)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2019년 ∘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2020년 ∘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2021년 ∘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2022년 ∘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2023년이후 ∘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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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7,017 - 17,017 3,328 4,704 7,652 1,333 - -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대응자금 교육청 특별회계 공기청정기 임대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17,017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공기정화장치 지원 40 계획 수립

설치 지원
월 계획 수립
166개교 지원 100

2019년 공기정화장치 지원 30 설치 지원 126개교 지원 100

2020년 공기정화장치 지원 30 설치 지원 165개교 지원 100

2021년 공기정화장치 지원 계속 유지관리 지원 289개교
유지관리 지원 100

2022년 공기정화장치 지원 계속 유지관리 지원 289개교
유지관리 지원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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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결정 방침 결정 사업 변경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166개교
설치 지원

126개교
임대료 지원

165개교
임대료 지원

289개교
유지관리 지원

289개교
유지관리 지원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공기청정기 임대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166개교 1,687학급
  - 유치원 및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 132개원 564학급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 29개교 795학급
  - 중(24교), 고등학교(13교) 특정장소 각 1학급 설치 : 37학급
  - 공기정화장치 자체 구비 학교 : 5개교 291학급

2019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12월: 공기정화장치 유·초·특수학교 126개교 1,696학급 임대료 지원
  -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 72개원 386학급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지관리비 지원 : 54학급 1310학급

2020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3월: 유·초·중·고 165개교 3,840학급 공기정화장치 임대설치 지원
  - 외부에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학교를 제외한 관내 모든 학교(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또는 기계식환기설비) 설치 완료

2021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289개교 4,336교실 지원

2022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289개교 4,336교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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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55 9,425 - 55 9,425 3,328 565 1,421 1,307 2,804

  ※ 경기도교육청 100% 사업 시행 
  ※ 민선7기 집행률 낮은 이유: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기계식 환기설비 구축에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로 사업 방식 변경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

◦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 결과
   (2019.8.)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있었으나, 
   소음이 기준치 초과

◦ 사업 추진방향 변경(경기도 교육청)
  - 기계식 환기설비 구축에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 2019. 9월: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수요조사 
             결과 - 141개교 2,244학급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속지원

□ 기대효과 
  ❍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