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6-4 공약명 보육의 공공성 실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부서 가족복지과 과장 문옥희/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주무관 하정연(☎665-2548)

추진상황

진도율
(%)

추진완료 추진중
미추진 보류

종 결 지속추진 정상 일부추진

70 ○
 □ 사업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통한 공보육 기반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조성

최종목표 연도 목       표

     30개소

2018년 ∙ 1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2019년 ∙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2020년 ∙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2021년 ∙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2022년 ∙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사업자별 요청시기에 따라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확충)
  ○ 사 업 량 : 수요 발생시 지속적으로 추가 예정
  ○ 사 업 비 : 개소당 120백만원(유형에 따라 2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총 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당초 6,888 2,353 2,019 2,516 -
5,865 1,863 1,748 2,254 - 4,212 1,424 1,228 1,560 -

현재 6,888 2,353 2,019 2,516 -



 □ 추진실적

일   자 추   진   내  용

2018. 02. 26. 휴포레강북 어린이집 개원

2018. 09. 05. 스타힐스 어린이집 개원

2019. 03. 01. 북구 어린이집 소재지 이전 개원 (장애전문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2019. 03. 01. 연암동산 어린이집 개원

2019. 03. 01. 느티나무 어린이집 개원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전환)

2019. 06. 10. 금호누리 어린이집 개원

2019. 07. 01. 연경 어린이집 개원

2019. 09. 25. 아기둥지 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위탁계약 체결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전환)

2019. 10. 21. 한신더휴 웨스턴팰리스, 이스턴팰리스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19. 11. 20. 연경 A-1 블록 아파트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19. 11. 27. 연경 예미지 아파트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19. 12. 01. 아기둥지 어린이집 개원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전환)

2019. 12. 18. 연경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19. 12. 20. 연경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19. 12. 24. 고성동 오페라트루엘  아파트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2020. 01. 14. 한신더휴 팰리스 어린이집 신규 개원 준비 중 (시설 공사중, 3월개원)

2020. 01. 14. 이스턴 팰리스 어린이집 신규 개원 준비 중 (시설 공사중, 3월 개원)

2020. 03. 01. 한신더휴팰리스, 이스턴팰리스 개원

2020. 05. 01. 예미지행복 어린이집 개원

2020. 06. 26 우방아이숲 어린이집 신규 개원 준비 중 (시설 공사중, 9월 개원)

2020. 06. 26 연경숲 어린이집 신규 개원 준비 중 (시설 공사중, 9월 개원)

2020. 07. 01. 아이위시드림 어린이집 개원 (연경 동화아이위시)

2020. 07. 01. 오페라숲 어린이집 개원 (고성동 오페라트루엘 )

2020. 09. 01. 우방아이숲 어린이집 개원

2020. 09. 30. 복현자이·로제비앙 어린이집 개원 준비 중(‘21. 3월 개원 예정)



  □ 향후계획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개정(‘18.12.24.)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 계획
  ○ 2019.9.25. 이후 준공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 
     10개소 정도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 예정
  ○ 향후 신규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추진상황 및 예산, 복지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립 미설치 지역에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추진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 불가
  ○ 대  책
    -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접수 시 사업주체에게 국공립설치 의무화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