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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어르신, 어린이 등 보호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관리번호 4-1
완료시기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장윤정 ☎4386)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복지사업과(박태준 ☎5607)
여성가족과(김보은 ☎5648)

추진상황(률) 이행 후 계속(100%)

사업기간 2018년 ~ 2019년
(이행 후 계속 추진) 소요예산 92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기질 악화로 미세먼지 민감 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우려 등 불안감 해소 및 건강피해 예방

 사업개요

  ○ 대    상 : 미세먼지 취약계층 총 15,909명

    ▷ 어르신： 8,500명 

      - 2019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 3,000명

       - 경로당 어르신 : 5,500명(212개소)    

    ▷ 어린이집 재원생 :7,409명(191개소)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KF80) 중∙소형 지급

    ▷ 어르신 5매, 어린이 13매   

    ▷ 경로당 현황(212개소 5,500명)                            (단위 : 개소, 명)

       

    ▷ 어린이집 현황(191개소 7,409명)                         (단위 : 개소, 명)  

동 명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경로당   9  15  12   5  18  10  10  15
회원수 211 380 289 123 417 199 274 391
동 명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경로당   6   7  22  27  12  10  14  20
회원수 102 180 569 685 318 375 363 624

동 명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어린이집   7   7   3   7  14  13  15  10
재원생 312 272 188 302 730 533 308 441
동 명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어린이집  10  11  16   38  19   8  11   2
재원생 294 390 695 1,302 647 313 575 107



                                                               
 세부추진계획 

  ○  2020. 02.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  2020. 03. :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15,909명, 138,817매)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 100% 100%

어르신·어린이 
미세먼지마스크 제공

업무보고
· 조례 개정, 구비 확보
· 추진계획 수립
· 마스크 지급

· 구비 확보
· 마스크 지급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2 92 92 (90)

국  비
시  비
구  비 92 92 92 (90)

 ※ 목표달성 이후 사업비는 총사업비 미포함

【추진실적】

 ○ 대상별 지급현황                                                (단위 : 명) 

                                                                     

 ○ 기본현황

    ▷ 기초수급 어르신 현황(4,753명)                               (단위 : 명)  

  사업규모 인구수
지급내역 지급율

(%)
비  고

(지급대상)지급 미지급

계 68,626 20,406 48,220 29.7

65세 
이상어르신

54,329 13,180 41,149 24.3
기초수급자 4,753
노인일자리 3,003
경  로  당 5,42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14,297 7,226 7,071 50.5 어린이집   7,226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205 190 215 144 164 135 136 304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73 147 198 1,139 1,164 67 223 249



   ▷ 노인일자리 참여 현황(3,003명)                               (단위 : 명) 

대한노인회사하구지회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다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사하시니어클럽
161 332 400 670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인창노인복지센터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241 575 453 171   

  ▷ 경로당 현황(212개소 5,424명)                              (단위 : 개소, 명)

       

  ▷ 어린이집 현황(191개소 7,226명)                            (단위 : 개소, 명)  

                                                                  
【금후계획】
  
 ○ 2020년 예산 편성(90백만원), 마스크 지급 예정

 ※ 2020년 연간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분기별 계획
1/4 2/4 3/4 4/4

어르신·어린이 
미세먼지마스크 제공

(90)

·추진계획 수립
·물품 계약
·마스크 지급
·구비 확보

【구민소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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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기대효과】

 ○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보호         

 ○ 사회취약계층의 마스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 마스크 착용 중요성 강조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동 명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경로당   9  15  12   5  18  10  10  15
회원수 211 380 289 123 417 199 274 391
동 명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경로당   6   7  22  27  12  10  14  20
회원수 102 180 569 609 318 375 363 624

동 명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어린이집   7   7   3   7  14  13  15  10
재원생 312 272 188 302 730 533 308 441
동 명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어린이집  10  11  16   38  19   8  11   2
재원생 294 390 695 1,119 647 313 575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