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49  수원형 어린이집 확충   

유 형 별 재 원 별 목표년도 비   고

기존 예산 2020년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지속

 ○ 사업대상 : 수원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우수 어린이집 신청 접수·선정

∙ 수원형어린이집 지정서 수여, 현판 제작 부착

∙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프로그램 연계, 교사교육 및 유지관리 제공 등

○ 소요예산 : 438백만원 (2019년도)

  ○ 재원 확보방안 : 전액 시비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개소수
투자 계획 상세 (시비)

총액 구분 금액 산출기초

2016 50개소 60
보조금

(교재교구비) 50 1,000천원×50개소

현판 및 지정서 10 200천원×50개소

2017 50개소 206
보조금

(보육활동비) 200 4,000천원×50개소

현판 및 지정서 6 300천원×20개소 

2018 70개소 320
보조금

(보육활동비) 306
 민간 5,000천원 × 26개소=130,000천원
 가정 4,000천원 × 44개소=176,000천원

현판 및 지정서 14 200천원×70개소

2019 80개소 438
보조금

(보육활동비) 432
 20인이하 5,000천원 × 56개소=280,000천원  
 50인이하 6,000천원 × 16개소= 96,000천원
 51인이상 7,000천원 ×  8개소= 56,000천원

현판 및 지정서 6 200천원×30개소

2020
100개

소
646

보조금
(보육활동비) 640

 20인이하 6,000천원 × 70개소=420,000천원
 50인이하 7000천원 × 20개소=140,000천원
 51인이하 8,000천원 × 10개소= 80,000천원

현판 및 지정서 6 200천원×30개소



3. 연도별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계획

2018 2019 2020
수원형어린이집 

개소수 확충 개소 60 80 100

보조금 지원 확대 천원 306,000 432,000 640,000

누적이행(진도)율 % 0% 50% 100%

4. 세부 추진계획
○ 연도별 선정 및 운영 계획

  

운영시작
연도 개소 유효기간 운영기간 비고

2016 50 2016.9.1.~2018.12.31 2년4개월

2018 60 39개소 2016.9.1.~2018.12.31.
21개소 2018.1.1.~2020.12.31.

2년4개월
3년

11개소 취소　
21개소 신규 선정

2019 80 21개소 2018.1.1.~2020.12.31
59개소 2019.1.1.~2021.12.31

3년
3년

39개소 재선정
20개소 신규 선정

2020 100
21개소 2018.1.1.~2020.12.31
59개소 2019.1.1.~2021.12.31.
20개소 2020.1.1.~2022.12.31.

3년
3년
3년

20개소 신규 선정

   ※ 총 71개소 선정하였으나, 11개소 취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폐원, 대표자 변경 등

    ∙ 유효기간 종료 어린이집 39개소 재선정, 20개소 신규 선정으로 2019년
      80개소 확대 운영
    ∙ 2019.12월 20개소 신규 선정, 2020년부터 100개소 확대 운영

  ○ 효(인성), 생태 프로그램 외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 연계

    ∙ 수원형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육제공 및 연수연구비 지원
    ∙ 아동 특색프로그램 제공 기관 협약 및 연계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5. 문 제 점 
○ 연도별 보조금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예산재정과 협의 사항

6. 기대효과
  ○ 수원시 특색인 효(인성)·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이 

     바른 시민 육성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동·학부모·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수원형 어린이집 완성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2870
보육지원팀장 황선미 3216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 이범선 2065

예산팀장 김인배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