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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교육청사업)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관리번호 1-5-1

완료시기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김두선 ☎4832)  

협조기관
(담당자, 전화)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김동주 ☎860-0414)

서부교육지원청 건강생활과
(김다솜 ☎250-0493)

추진상황(률) 사업완료(100%)

사업기간 2018년 소요예산
(총사업비)

280백만원
(559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2018년 말까지 모든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통교실에 설치

    ※ 2018. 07. 09./ 08. 17.자 시 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계획에 근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사립 유치원(42), 공·사립 초등학교(27), 특수학교(1)

     - 설치완료 : 유치원 40개교/초교 26/특수학교 1

     ※ 2019년 폐원(괴정∙항도유치원) 및 폐교(감정초)

  ○ 사업규모 : 유치원 40개소, 초등학교 26개소, 특수학교 1개소

  ○ 사업기간 : 2018.

  ○ 사 업 비 : 559백만원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공기정화장치 설치

(공·사립유치원 및 초교, 특수학교)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59 279 280 280
국  비
시  비 559 279 280 280
구  비



【추진실적】 

 ○ 2018. 08. : 시-교육청 공동협약 체결(설치 예산 지원협약)

    - 부산시 2회 추경 및‘19본예산 지원협약으로 중․고등학교 확대설치 시기단축

 ○ 2018. 09. : 하반기 공기정화장치 확대 지원계획 수립(교육청)

 ○ 2018. 12. : 유치원·초교보통교실 및 특수학교 보건실 등 설치완료 ▶ 100%

    - 유치원 40개원, 초 26교, 특수1교 

  ※ 2019. 06. 현재 :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추진 완료 ▶100%

    -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14교

【구민소통 실적】

설명회, 보고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5회

【기대효과】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학부모, 구민 등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요구 기대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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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관리번호 1-5-2

완료시기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장민재 ☎5641)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市 출산보육과
(문경여 ☎888-1571)

추진상황(률) 사업완료(100%)

사업기간 2018년 소요예산 559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41개소, 670대

    ※ 공기청정기 기설치 어린이집 61개소(’18년 상반기 구지원 57, 자체설치 4), 286대 제외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개소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실당 1대 지원

    - 보육실 면적에 따라 1대당 50㎡이하 50만원, 50㎡이상 70만원 한도 내 지원 

    - 미설치 보육실수에 따라 최소 1대 ~ 8대 지원

  ○ 총사업비 : 559백만원(국비 188,시비 56,구비 205,자부담 75)

 세부추진계획 

  ○ 2018. 06.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자료 제출(→ 시)

  ○ 2018. 10.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국·시비 교부

  ○ 2018. 11. :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신청(어린이집) 

  ○ 2018. 12. :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미설치 어린이집 

141개소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24 524 524

국  비 188 188 188
시  비 56 56 56
구  비 205 205 205
기  타 75 75 75

【추진실적】

 ○ 2018. 10.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국·시비 교부

 ○ 2018. 11. :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신청(어린이집) 

 ○ 2018. 12. :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 141개소, 670대

【구민소통 실적】

설명회, 보고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1회

【기대효과】

 ○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