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49 수원형 어린이집 확충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50% 2022. 6. 보육아동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22. 6.

 ○ 사업대상 : 수원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우수 어린이집 신청 접수·선정

  ∙ 수원형어린이집 지정서 수여, 현판 제작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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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예산 : 2,141백만원

 ○ 재원 확보방안 : 전액 시비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확보(e) 집행 계획(f) 계획(g)

계 2,141 234 306 257 323 318 347 346 346 325 320 32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2,141 234 306 257 323 318 347 346 346 325 320 320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
초

수원형어린이집 
개소 수 확충 개소 60 80 100 - - - - - -

보조금 지원 확대 천원 306,000 432,000 640,000 - - - - - -

변
경

수원형어린이집 
개소 수 확충 개소 60 80 80 80 80 80 80 100 100

보조금 지원 확대 천원 306,000 323,000 347,000 173,000 - 173,000 - 320,000 320,000

누적 추진율
목표 % 0 50 50 50 50 50 50 100 100

현재 % 0 50 50 50 50 50 50 - -

【변경사유】 
 ○ 재정여건상 개소 수 확대 및 보조금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기를 

2022년까지 연장하여 추진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12. 31.)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수원형어린이집

  개소 수 확충

⦁2018.12월 수원형어린이집 재선정 (34개소)

⦁2019. 3월 수원형어린이집 신규선정 (30개소)

⦁2020. 2월 수원형어린이집 신규선정 (19개소)

⦁2020.12월 수원형어린이집 재선정 (10개소)

⦁2021. 2월 수원형어린이집 신규선정 (9개소)

※ 수원형어린이집 총 80개소 중 10개소 선정 취소(시설 폐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등)되어 21.12월말 현재 70개소 운영 중

⦁보조금 지원 확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액 동결

※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반영 예정

이었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됨

5. 추진성과 

 ○ 우리 시만의 특성인 효(인성, 예절, 전통)와 생태(자연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의 다양성 및 질 향상에 기여

6.「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시 재정여건상 개소 수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100개소에서 80개소로 

하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유지 및 

모니터링에 주력할 필요 있음

⦁‘수원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어린이집 대상 철저한 점검 및 모니

터링 필요

⦁수원형어린이집 선정 후, 사업 모니

터링의 강화(혹은 모니터링 방법 

공유)

⦁2022년에 개소 수 확충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예정이었

으나, 재정여건상 2022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022년

까지 80개소 유지 및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임.

 ※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을 대체하여 2022. 2월에 신규

선정 추진 예정

⦁수원형어린이집 운영기준(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부모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교사 복리후생지원 등)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시설 자체점검)

으로 연 2회(상·하반기) 추진하였으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공유할 예정임.

7. 자체평가 결과

 【잘된점】 

 ○ 수원시만의 특색프로그램(효, 생태)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공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



 【문제점 및 임기내 미완료 사유】 

 ○ 당초 2020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까지 100개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예정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개소 수 확충 및 보조금 상향

지원이 어려워 2022년 본예산에 미반영됨.

 【대응방안】

 ○ 2022년까지 80개소 유지 및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임.

8. 향후계획   ※ 2022. 1. 1.일 부터 사업완료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 연도별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계획

연도 개소수
연도별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내역

비고
보조금 금액 산출기초

2021 80개소
보조금

(보육활동비)
345,000천원

민간 5,000천원 × 25개소 = 125,000천원
가정 4,000천원 × 55개소 = 220,000천원

‘21. 7월
보조금

지급완료

2022 80개소
보조금

(보육활동비)
345,000천원

민간 5,000천원 × 25개소 = 125,000천원
가정 4,000천원 × 55개소 = 220,000천원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2870

보육지원팀장 박성자 3216

주무관 김수진 3236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 이상균 2065

예산총괄팀장 한영희 2044

주무관 권태건 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