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3-113-113-113-113-113-113-113-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

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40% 목표 달성(국정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이용률 및 보육 공공성 확대 실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27 1,040 972 825 190 -

국비 720 240 300 120 60 -

도비 360 120 150 60 30 -

시비 1,947 680 522 645 100 -

《 변경내역 》

기  존 변  경

❍ 사업기간: 2018 ~ 2022년

❍ 최종목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380 1,040 520 780 520 520

국비 780 240 120 180 120 120

도비 390 120 60 90 60 60

시비 2,210 680 340 510 340 340

❍ 사업기간: 2018 ~ 2021년

❍ 최종목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10개소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027 1,040 972 825 190 -

국비 720 240 300 120 60 -

도비 360 120 150 60 30 -

시비 1,947 680 522 645 100 -



〔절차〕 공약 변경 검토보고(2020.6.26.)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0.8.28.)  

〔사유〕 연도별 추진방안(개소수)과 최종목표(이용률)가 서로 상이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최종목표를 신규 설치 어린이집 개소수로 일치시키고,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추진계획을 변경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2022년 3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4개소)
○ 어린이집 원아 수 신규 충원(240명)

20

2020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2개소)
○ 어린이집 원아 수 신규 충원(160명)

20

2021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3개소)
○ 어린이집 원아 수 신규 충원(500명)

40

2022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2개소)
○ 어린이집 원아 수 신규 충원(150명)

20

변

경

최종목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10개소(2021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5개소) 50

2020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4개소) 40

2021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1개소) 10

 추진실적

❍ 개원현황

연도별 어린이집 명 개원일 장소 정원(명)

계 10개소 514

2019년
(5개소)

의왕아이숲 2019. 2. 11. 의왕파크푸르지오 단지 내 91

백운솔빛 2019. 3. 4.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내 42

백운푸르내 2019. 3. 4.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5단지 내 42

백운하늘샘 2019. 3. 4.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72

서해그랑블 2019. 9. 30. 서해그랑블 단지 내 30



2020년
(4개소)

포일해맑은 2020. 2. 3.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단지 내 75

백운누리 2020. 3. 2. 백운밸리 풍경채 레이크포레 4단지 내 32

포레움 2020. 3. 2. 의왕푸르지오포레움아파트 내 30

고천행복 2020. 11. 2. 오봉산마을 단지 내 70

2021년
(1개소)

오전다온 2021. 9. 1. 의왕더샵캐슬 단지 내 30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611 720 360 1,531 - 1,775 407 203 1,165 -

2018년 1,040 240 120 680 - 569 102 51 416 -

2019년 972 300 150 522 - 737 186 93 458 -

2020년 429 120 60 249 - 302 60 30 212 -

2021년 170 60 30 80 - 167 59 29 79 -

[가족여성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강수영 최종선 양지훈
연락처 345-2600 345-2446 345-2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