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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초등학교(민감계층)
   ※ 유치원, 의왕덕성초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2017년), 백운호수초(2020년 설립시 설치)

❍ 사업기간: 계속사업

❍ 사 업 량: 관내 초등학교 12개교(338학급)

❍ 사 업 비: 676백만원(시 52, 교육청 624)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76 52 187 437

시비 52 52

교육청 624 187 437

《 변경내역 》

기  존 변  경

❍ 사업대상: 관내 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9. 12월
❍ 사 업 비: 1,112백만원(도 742, 시 370)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2018년 2019년

계 1,112 52 1,060

도비 742 742

시비 370 52 318

❍ 사업대상: <좌동>
❍ 사업기간: <좌동>
❍ 사 업 비: 676백만원(시 52, 교 624)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2018년 2019년

계 676 52 187 437

도비

시비 52 52

교육청 624 187 437



〔절차〕 교육부 방침 변경(2018. 12월) → 시민정책단 폐기 승인(2019. 8. 30.)

→ 공약 변경(폐기 ⇒ 완료) 검토보고(2020. 7. 7.) → 시민정책단 승인

(2020. 8. 28.)    

〔사유〕 교육부 방침 변경으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전체 예산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폐기 공약으로 분류하였으나, 외부기관의 평가 
시 ‘폐기’가 아닌 ‘포기’로 평가
교육청에서 2019년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기존 폐기된 공약을 완료 과제로 재분류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관내초등학교 12개교 공기정화장치 설치(2019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교육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기준에 따른 

대응지원사업계획 수립 
20

2019년 ○ 12개 초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80

2020년 ○ 지속 운영 -

2021년 ○ 지속 운영 -

2022년 ○ 지속 운영 -

변

경

최종목표  관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2019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4개 초교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30

2019년 ○ 8개 초교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70

 추진실적

❍ (도 교육청)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2019. 12월
     ※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2020. 3월

[평생교육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김은영 강철수 전진애
연락처 345-2270 345-2271 345-2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