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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용어 정의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현원기준 : 보조금 신청일 기준

○ 운영자의 친인척 범위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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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34 3) 예외적용 기본보육반 편성의 조건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 : 124,200원 이상, 만2세반 : 102,9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3) 예외적용 기본보육반 편성의 조건
∙ 보조교사를 배치(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교사 

미인정)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 : 127,800원 이상, 만2세반 : 105,9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다만 코로나19 관련하여 한시적으로(별도 안내시까지) 

보조교사(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교사 미인정)를 
배치하거나 위 기준에 따른 초과보육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36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5만원 이하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결제 

가능

현금
지출
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 경우 현금결제 가능

현금
지출
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시행일 : 2021. 1. 1~)
※ 이 경우에 한해 개인(원장 등) 신용카드로 

결제 후 개인에게 결제대금 지급가능

38 ∙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근무상황부 기준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
표･토론･심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
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
의･강연･발표･토론･심사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단, 수
도권 내의 이동은 이동시간 포함한 월 12시간 초과 
금지)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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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0세 470,000원 470,000원 500,000원
1세 414,000원 414,000원 272,000원
2세 343,000원 343,000원 184,000원
3세 240,000원 388,800원 -
4세 240,000원 370,860원 -
5세 240,000원 370,860원 -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
료

0세 484,000원 484,000원 528,000원

1세 426,000원 426,000원 287,000원

2세 353,000원 353,000원 194,000원

3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88,800원

(‘21.3.1~) 430,000원
-

4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70,860원

(‘21.3.1~) 411,000원
-

5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70,860원

(‘21.3.1~) 411,000원
-

39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100,000원 185,430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행일:‘21.3.1~)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100,000원 205,500

40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41 <신설> 지원받은 차액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급간식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41 가.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388,800 240,000 148,800

4~5세 370,860 240,000 130,860

(단위 : 원)

가.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430,000 260,000 170,000

4~5세 411,000 260,000 151,000

(단위 : 원)

42 2) 방과후 차액보육료
∙ 지원단가

연  령 구  분 보육수납
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85,430

(370,860)
100,000

(200,000)
85,430

(170,860)

(단위 : 원)

2) 방과후 차액보육료
∙ 지원단가

연  령 구  분 보육수납
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205,500
(411,000)

100,000
(200,000)

105,500
(211,000)

(단위 : 원)

43 다. 보험(공제) 가입(배상보험)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0. 03. 01. ∼ 2021. 02. 28.

다. 보험(공제) 가입(배상보험)
∙ 가입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인가일로부터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1.3.1.  ∼  2022.2.28.



6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44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상해
- 생략

∙ 배상책임
- 생략

∙ 영유아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4천만원을 포함
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상해담보
- 생략

∙ 배상책임담보
- 생략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증후군 경우, 영유아

(방과 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44 ∙ 지원절차
기본
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입

▶

공제증서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 지원절차
기본
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입

▶

공제증권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44 ∙ 유의사항
- 2020년 상해보험료 부모 수납금지

∙ 유의사항
- 상해보험료 부모 수납금지

45 가. 국비지원 대체교사
∙ ｢2020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p448~452)내용에 따름

가. 국비지원 대체교사
∙ ｢20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내용에 따름

45 나. 시비지원 대체교사
∙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2,243천원/월)

나. 시비지원 대체교사
∙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2,271천원/월)

46 다. 대체조리원
∙ 지원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조리원 파견(1,798,400원/월)

다. 대체조리원
∙ 지원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조리원 파견(1,825,400원/월)

47 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취약
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47 1) 보조교사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기준에

따름,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453~456p 
참조

1) 보조교사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조교사 기준에 따름

47 ∙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

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19년 12월까지 시비보조 교사를 지원 받은 어린

∙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

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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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에 한하며, 국비지원 보조교사 지원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시비보조교사를 국비보조교사로
전환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9년 12월 기준 지원받은 인원수준으로
(국비지원 중복 불가) 지원하나, 이 중 국비 보조교사로
전환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1,002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
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 정원충족률 40%이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1,011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7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에
2시간 추가 지원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취약보육(야간보육, 
다문화 등)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우선지원

<신설>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인건비 지원 : 월 501천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우선지원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은 시비 보조교사 예산에서 
사용가능하며, 국비 보조교사 지원하는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인건비 지원 : 월 505,50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48 2)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897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지원대상 
- 청소 지원 : 전체어린이집
※ 취약보육 및 거점형 야간보육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2)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916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지원대상
- 청소 지원 : 전체어린이집
※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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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 안내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2시간 추가 지원)

주요
역할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 역할에 따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역할에 따름

3)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 안내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2시간 추가 지원)

주요
역할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 역할에 따름

49 지원 제외 대상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19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

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지원 제외 대상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19~’20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월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50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신설>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51 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지원 
불가

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이외의 대체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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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과정명 지원 
금액 지원 비고

직무
교육

특별
직무

영아･
장애아･
방과후

없음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 50% 부담

보수교육 
중식비 해당 

없음

일반
직무

보육교사 8만원

교육비의 100% 

보수교육 
중식비 

일 4,000원 
지원

원장 8만원

원장 사전직무
없음

전액(16만8천원) 
자부담 보수교육 

중식비
자부담장기 미종사자

전액(8만원) 
자부담

승급
교육

1급 승급

7만원 교육비의 50%

보수교육 
중식비 

일 4,000원 
지원

2급 승급

∙ 지원방법
-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

중식비 신청하여 지급받음
※ 수료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 불가

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과정명 지원
금액 지원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직무
교육

특별
직무

영아･
장애아･
방과후

없음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 
부담분 50% 지원

해당없음

일반
직무

보육교사 8만원
교육비의 100% 

일 4,000원 
지원원장 8만원

장기
미종사자

없음 전액 자부담 해당없음

원장 사전직무 없음 전액 자부담 해당없음

승급
교육

1급 승급
7만원 교육비의 50%

일 4,000원 
지원2급 승급

※ 보수교육 중식비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자체 시:구 
50:50) 사업
∙ 지원방법

-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
중식비 신청하여 지급받음 

56 다. 장애아어린이집 지원
1)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 : 인건비 인당 월 1,346,480원(4대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이하 생략)

다. 장애아어린이집 지원
1)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 : 인건비 인당 월 1,367천원(4대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중략)

- 인건비 지원기준 : 만65세까지 지원,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
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까지, 하반기 충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아보육도우미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도우미의 업무문장표를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모두 하원하였을 경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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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조리원 처우개선비
∙ 지원내용 

- 운전원 인건비 : 1인당 월 2,120천원(4대 보험료 
포함)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 보조가 가능하나, 주당 
5시간 이상 일상 업무 보조는 불가

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조리원 처우개선비
∙ 지원내용 

- 운전원 인건비 : 1인당 월 2,155천원(4대 보험료 
포함)

58 라. 야간연장 및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지원내용
① 인건비 : (중략)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57,000원
2)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 지원조건 
- 서울시보육포털 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으로 등록되어있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신청 → 서울시･자치구 승인)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형) 별도 채용하고, 
야간연장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시

- 인근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평일 16:00~24:00 

∙ 지원내용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본봉) 1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

구)+20%지원(시:구 = 5:5)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

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

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라. 야간연장 및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지원내용
① 인건비 : (중략)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72,000원
2)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 지정대상 :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제 A등급 
이상)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형) 별도 채용하고, 

야간연장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시
- 인근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정부지원

어린이집, 서울형 포함만 지원)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4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보육료 기준)

- 프로그램운영비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20
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보육료 기준)

- 보육도우미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20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보육료 기준)

- 야간근무수당, 교통비, 보육료 등 : 거점형야간
보육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 제공시간 : 16:00~24:00(평일) ※ 이용자가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 지원내용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472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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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 보 육 료

<신설>

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
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
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

(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20. 3월 이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21. 
2월까지 외부아동이용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

②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2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등

･ 외부아동 1명 이상 월 20시간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④ 보육료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62 마. 365열린 어린이집, 24시간, 휴일 어린이집(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등재)

1) 365열린 어린이집
∙ 지원 내용 및 조건

마. 365열린 어린이집, 24시간, 휴일 어린이집(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등재)

1) 365열린 어린이집
∙ 지원 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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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어린이집별 

1명(35천원/일)
∙ 지원조건 : 어린이집 직원 및 외부 인력, 영유아 

1명 이상
※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중략)

-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300천원 
지원

3) 휴일어린이집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3,800원

(중략)
-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어린이집별 

1명(35천원/일)
∙ 지원조건 : 어린이집 직원 및 외부 인력, 영유아 

1명 이상
※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중략)

-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500천원 
지원 
※ 휴일 취사부 인건비 포함

3) 휴일어린이집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4,300원

63 바. (장애아)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 자격기준

① 생략
② 방과후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지원기준(시설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준수 시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

까지 운영비 지원가능
※ 장애아 방과후반의 경우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운영비 지원
가능

※ 세부운영사항 – 123페이지 참조

바. (장애아)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 자격기준

① 생략
② 방과후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이거나 미술･체육･
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 지원기준(시설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운영비 지원가능
※ 장애아 방과후반의 경우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운영비 
지원가능

65 가.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17년~’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가.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18년~’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Ⅲ.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7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기준
기존어린이집 및 공동주택관리동 장기임차 시
- 5년 장기임차 시 기준액의 50%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기준
기존어린이집 및 공동주택관리동 장기임차 시
- 5년 장기임차 시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지침 지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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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라. 설치기준 및 절차
∙ 단독건물 설치시 : 총소요액 기준 최대 30억원(국･

시비)
- 부지･건물 매입비
- 공사비(신축비) :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
(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마련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2017)’에 따름(물가변동률 8.7% 반영 가능)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
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복합건물에 설치시 : 어린이집 전용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비(신축비) 지원

라. 설치기준 및 절차
∙ 단독건물 설치시 : 총소요액 기준 최대 30억원(국･

시비)
- 부지･건물 매입비
- 공사비(신축비) :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
(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마련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2020)’에 따름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
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복합건물에 설치시 : 어린이집 전용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비(신축비) 지원

70 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 제한시설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어린이집
･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의거한 경우는 제외
∙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5점 미만인 

어린이집
∙ 원장 또는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

∙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어린이집

2) 전환조건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 전환 
후 2년 이내 완료 
‣ 신규 및 전환 가정･관리동(39인 이하) 어린

이집 : 영아보육 컨설팅

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삭제>
마. 설치 기준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 권장(어린이집 전체

면적 기준 4.29㎡ → 7㎡)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활용

(권장),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의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
∙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태양광 등 에너지 절
감설비 의무설치

※ ‘신축’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881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 충족 필요

2) 전환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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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및 전환 민간･관리동(40인 이상) 어린
이집 : 셀프컨설팅 

72 가. 공통조건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정원･입소우선순위･

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사용 제한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주 출입문 별도설치 및 어린이집 현판에 국공립어린

이집 BI 표기
∙ 차량운행 금지(원칙)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 운영시간(07:30~19:30) 준수(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연장반 의무 운영)

가. 공통조건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정원･입소우선순위･

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사용 제한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주 출입문 별도설치 및 어린이집 현판에 국공립어린

이집 BI 표기
∙ 차량운행 금지(원칙)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 운영시간(07:30~19:30) 준수(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연장반 의무 운영)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원장 및 교사 교육 : 
개원 후 1년 이내 이수(신규･전환)

※ 기존 국공립 자체채용 보육교사 및 신규 임용 
원장도 교육 이수 의무(신규임용 1년 이내) 

- ‘서울시안심회계컨설팅’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주관 컨설팅 참여 : 개
원 후 2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셀프컨설팅 : 민간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73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 적립한도 :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

부모부담보육료(112목)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 적립한도 :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

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
보육료(3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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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원장의 제수당 등 지급 기준
- 원장의 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자기계발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이 당해연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원장의 제수당 등 지급 기준
- 원장의 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자기계발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은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 발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78 다.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1) 대상 : 국공립 전환 및 신규 개원 어린이집

- 가정 및 관리동(39인 이하)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 민간 및 관리동(40인 이상)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다.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1) 대상 : 국공립 전환 및 신규 개원 어린이집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민간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Ⅳ.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91 나. 원칙
∙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신규 
채용 불가.

<신설>

나. 원칙
∙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신규 
채용 불가.

※ 단, 신규 공인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
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
아야 함.

92 현금지출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현금지출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 
(시행일 : 2021. 1. 1~)
※ 이 경우에 한해 개인(원장 등) 신용카드로 결제 후 

개인에게 결제대금 지급 가능

93 라. 운영기준
1) 회계관리

∙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 
(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은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의 10%이하로 사용

라. 운영기준
1) 회계관리

∙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 
(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은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의 10%이하로 사용

95 라. 운영기준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
(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 확인방법 
･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학비 지원 여부(학비의 

50% 범위 내) 

라. 운영기준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
(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 확인방법
･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학비 지원 여부(어린이집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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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 인건비
조리원
-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1) 인건비
조리원
-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되, 현원이 40인 미만으로 감소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

97 2) 운영비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ʼ20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24,500원), 2020.3.1.부터
적용

2) 운영비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ʼ21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40,500원), 2021.3.1.부터 
적용

98 3) 환경개선비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영유아의 안전, 건강, 위생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노후설비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위생･안전 시설 보완 등) 

- 어린이집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표 생략]

∙ <신설>

3) 환경개선비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영유아의 안전, 건강, 위생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노후설비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위생･안전시설 보완 등) 

- 어린이집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표 생략]

∙ 반납 규정 : 신규공인 기간(3년) 중 공인 중단 시,
- 공인종료･취소 :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에 비레하여 반납
- 국공립 전환 : 국공립 확충사업비(리모델링비, 기

자재비)에서 해당금액 차감 지급

99 호봉승급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

호봉승급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적용시기 : ‘21. 7월 

1일부터 실시(호봉관리 시스템 개발 이후))

V.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운영

10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지급액의 
80% 또는 1,678천원 지원

(중략)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46,480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이하생략)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지급액의 
80% 또는 1,693천원 지원

(중략)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67천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이하생략)

110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 지원 내용

(중략)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46,480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 지원 내용

(중략)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67천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17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중략)
- 운전원 인건비 : 월 2,120천원(4대 보험료 포함) 

※ 차량운행시 지원

(중략)
- 운전원 인건비 : 월 2,155천원(4대 보험료 포함) 

※ 차량운행시 지원

111 다. 지정 대상어린이집
∙ 휴일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아동 1인 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3,800원

(중략)
마. 인건비 지원기준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지원내용

① 인건비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57,000원

(중략)
3) 휴일어린이집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3,800원

다. 지정 대상어린이집
∙ 휴일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지정 등

(중략)
마. 인건비 지원기준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지원내용

① 인건비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72,000원

(중략)
3) 휴일어린이집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4,300원

114 가. 사업개요
∙ 대 상 :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서울형)
∙ 운영시간 : 16:00~24:00(평일) ※ 어린이집 운영시간

으로 조정 
∙ 보육신청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부모)

(중략)
∙ 실적등록 : 매월 말일 한, 서울시보육포털 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 실적 등록 

가. 사업개요
∙ 대 상 : 어린이집 평가제 ‘A’ 등급 이상 모든 유형 

어린이집
∙ 운영시간 : 16:00~24:00(평일) ※ 이용자가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 보육신청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부모)
- 아동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이 예상 될 시, 서면 

신청 가능
※ 장기 예약은 거점어린이집에서 신청, ‘서울시보육

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중략)

∙ 실적등록 : 매월 말일 한, 서울시보육포털 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 실적 등록

나. 지정 및 지정해제
∙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제 A등급 이상)
∙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제공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지정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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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내용
(표 생략)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본봉)

100%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 20%
지원(시 : 구 = 5 : 5)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야간보육반을 미운영하거나, 재원아동의 추가 신청 
등으로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거점형야간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건 검토 및 어린이집 의견 청취 후 
지정취소 검토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원 내용
(표생략)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 20%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472천원(국･시･구) 

+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

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20. 3월 이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21. 2월까지 외부
아동이용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2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등

･ 외부아동 1명 이상 월 20시간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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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신설>

∙ 보육도우미
- 근무시간 : 16: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보육도우미 외 보조교사(4시간 또는 6시간) 추가 

지원 가능

<신설>

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 보육료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 보육도우미
- 근무시간 : 17:00~18: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보육도우미 외 보조교사(4시간 또는 6시간) 추가 

지원 가능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배정 시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

라. 실적등록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목 적 : 거점형 야간보육 실적 확인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
∙ 등록기한 : 익월 10일 한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 등록내용 : 아동정보, 이용실적, 야간반교사 추

가 인건비 등
∙ 보조금 교부

- 어린이집 실적을 서울시에서 취합하여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자치구에서는 거점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123 나. 보육대상
○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 만5세

이하의 자녀
※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 보육정원 : 어린이집별 5명
○ 이용기준
  - 영유아 1인당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나. 이용대상 및 기준
∙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 ~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신청, 24시간 연속 이용 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6일 이상 또는 정기적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안내
다. 운영시간

∙ 상시근무시간 : 월~금 07:30~22:00, 
토~일(공휴일) 09: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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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연속 이용시 6일까지 가능
○ 야간연장형 정부지침과의 관계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야간연장형 무

상보육아동은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야간연장형 

보육료 등) 적용
○ 이용요금 : 시간당/3,000원(식대별도: 1식/1,000원)
○ 이용방법
  -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이용금액 결제 : 1일전 사전예약 신청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 보육료 정산 및 환불
 - 예약일 1일(24시간)전까지 인터넷 취소시 : 

100% 환불
 - 예약 당일 3시간 전까지 전화 취소시 : 50% 환불
  ※ 예약시간 초과 이용시 추가 수납하며 미달 이용

시 매 익월 5일 환불

※ 이용시간과 상시근무시간을 이원화하여 야간12시간 
보육교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인력 운용 효율화 
도모

∙ 입소가능시간 : 07:30~22:00
- 야간근로보육교사의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심야시간대 입소 제한 원칙
※ 22:00~익일 07:30 시설 출입 제한

라. 반 구 성
∙ 보육정원 : 반정원 5명

- 정원 내 별도 반으로 구성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1:5 준수

- 0세 아동 또는 장애아동 신청 시 교사 대 아동 비율 
1:3 가능

마. 이용방법
(중략)

※ 새벽보육, 야간12시간보육은 전일 18시까지 유선 
및 방문 접수

바. 보 육 료
∙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2,000원)
- 이용금액 결제 : 예약 신청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사전 입금
※ 가정수납 보육료 정산 및 환불
∙ 예약일 1일(24시간)전까지 인터넷 취소시 : 100% 

환불
∙ 예약 당일 3시간 전까지 전화 취소시 : 50% 환불
∙ 예약시간 초과 이용시 추가 수납하며 미달 이용시 

매 익월 5일 환불

∙ 정부지원 보육료(연장보육, 야간연장, 휴일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아동 중 연장

보육･야간연장･휴일보육 이용 아동 
- 정부지원 보육료를 우선 수납하고 가정부담 보육료와 

이중 수납 금지
-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①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의 아동 사전등록 ② 
‘365열린보육반’ 반등록 ③ 이용아동의 출결 사항을 
자동출결시스템에 등록 ④ 이후 야간연장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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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조건
 - 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100%(이용아동 유무 

무관)
 - 휴일전담교사 인건비 
   ∙ 월급여액의 100% 또는 휴일근무수당 어린이집별 

2인까지(70천원/일, 전담 및 기존교사)
   ∙ 지원조건 : 보육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어린이집별 1명

(35천원/일)
   ∙ 지원조건 : 어린이집 직원 및 외부 인력, 영유아 

1명 이상
    ※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

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 야간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2명까지(60천원/1일, 

전담 및 기존교사)
   ∙ 지원조건 : 보육아동 1명 이상, 8시간 (24:00~

06:00 포함) 이상 근무 시 지급
    ※ 휴일에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만 지급
 -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300천원 지원

< 보육료 수납 기준 >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평 일

주간
평 07:30~19:30
토 07:30~15:30 가정부담 3천원

가정부담 
3천원

야간
평 19:30~24:00
토 15:30~24:00

정부지원 
야간연장보육료

※ 0~2세 
기본보육아동 

가정부담 3천원
새벽 24:00~07:30 가정부담 3천원

공휴일 전일 07:30~
익일 07:3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야간연장보육료(정부지원) 미지원 대상 : 가정양육아동, 
어린이집 기본보육아동

* 휴일보육료(정부지원) 미지원 대상 : 가정양육아동, 
유치원 재원아동

사. 365열린어린이집 지원
∙ 전담교사 인건비

- 지원조건 : 365열린보육반을 전담하는 보육교사 
채용 시 3명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이용아동 실적과 관계없이 월급여
(호봉별 인건비 100%), 사용자부담분 4대 보험, 
퇴직적립금

※ 공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 시 수당 중복 지급
※ 근로계약 시 일요일에 상시적 근무 명시할 경우 

휴일수당 미지급 대상임
∙ 휴일전담교사 인건비 

- 지원조건 : 보육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공휴일 
또는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무한 보육교사 2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일 70천원 또는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

※ 공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 시 수당 중복 지급
∙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지원조건 : 보육아동 1명 이상, 휴일 보조인력 
조리원 등으로 근무시 1인 지원

- 지원내용 : 일 35천원
※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 야간근무수당

- 지원조건 : 보육아동 1명 이상, 야간･새벽 시간대 
(22:00~ 익일06:00)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2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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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일 70천원 또는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

∙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500천원 지원 
※ 휴일 취사부 인건비 포함

아. 배상보험 가입
∙ 단체보험으로 가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보상내역과 동일
∙ 사고 발생 시 아동 이용을 확인 할수 있도록 이용대장 

등 증빙 철저

자. 월별 운영실적 관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홈페이지’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메뉴통해 익월 5일까지 전월 실적(엑셀서식) 
업로드

∙ 입력 내용 : 아동 정보, 이용 정보, 가정수납보육료 등

127 마. 방과후어린이집 교직원
③ 방과후 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마. 방과후어린이집 교직원
③ 방과후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이거나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Ⅵ.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지원 

134 라. 중점 점검사항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적정 운영 여부

- 5~10명 구성, 부모위원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라. 중점 점검사항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적정 운영 여부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15명 구성, 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135 라. 중점 점검사항
⑤ 급･간식 규정 준수 여부(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1일 1인당 최저 급간식비(1,900원) 이상 지출
여부

라. 중점 점검사항
⑤ 급･간식 규정 준수 여부(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1일 1인당 1,900원 이상 범위에서 시･군･구가 
설정하는 금액 이상 지출 여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8 참조)

143 어린이집 지도･점검 표준지표
5. 급식 위생 안전

∙ 급식 관리
- <신설>

5. 급식 위생 안전
∙ 급식 관리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보관. 단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
간식 사진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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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안전 관리
- <신설>

∙ 안전 관리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여부

143 ∙ 위생 관리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

∙ 위생 관리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6시간 평균)

143 ∙ 차량안전관리
-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
(중간 생략)

- <신설>

∙ 차량안전관리
-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안전인증 제품) 착용 여부
(중간 생략)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
보관 매 분기 지자체장에게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기존 차량은 
22. 12. 31일까지 유예)

144 ∙ 등･하원 시 안전
- <신설>

∙ 등･하원 시 안전
-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매년) 

여부
-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 인계 여부

144 6. 기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6. 기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144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차수에 맞는 영
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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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연번 기 관 명 관할구역 주  소(홈페이지)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http://child.seoul.go.kr)

2040-4242

2
서울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노원구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http://www.dbnawoori.seoul.kr)

2247-1391

3
서울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http://gangdong.goodneighbors.kr

474-1391

4
서울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서, 
양천구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http://gangseo.goodneighbors.kr

3665-5183
~5

5
서울은평
아동보호
전문기관

은평, 종로, 
강북구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http://eunpyeong.goodneighbors.kr

3157-1391

6
서울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구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
http://yongdungpo.goodneighbors.kr

842-0094

7
서울성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북, 
도봉구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http://seongbuk.goodneighbors.kr

923-5440

8
서울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구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http://www.mapo.sc.or.kr

422-1391

연번 기 관 명 관할구역 주   소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2040-4242

2
서울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중랑구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2247-1391

3
서울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송파구 송이로32길 6 태광빌딩 
5층

474-1391

4
서울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서, 
양천구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3665-5183~5

5
서울은평
아동보호
전문기관

은평, 
종로구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3157-1391

6
서울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구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842-0094

7
서울성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북, 도봉, 
강북구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923-5440

8
서울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구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422-1391

9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원구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974-1391

Ⅶ.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54 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표]【보육지원/양육지원/기획･총괄]
【보육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표]【보육지원/양육지원/기획･총괄]
【보육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대응 지원 포함)

154 【양육지원】
∙ 세 살마을 부모교육 총괄

【양육지원】
∙ <삭 제>

155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표]【어린이집 지원/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 대체교사 지원사업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표]【어린이집 지원/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156 나.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➀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 컨설팅
- 대상 : 국공립 전환･신규 가정 및 관리동어린이집

(39인이하)
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대상 : 국공립 전환･신규 민간 및 관리동어린이집
(40인이상)

나.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➀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 컨설팅
- 대상 : 가정 전환 및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대상 : 민간 전환 및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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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조리원 채용, 파견, 

인건비지급 등(상세사항 50p 참고)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채용, 파견, 인건비

지급 등(상세사항 49p 참고)

157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지역 내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문화 확산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재능기부자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157 ∙ 세살마을 부모교육 총괄
- 대상: 임산부부, 만5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 운영 및 실적 
총괄관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내 임산부 및 조
부모 교육 진행

∙ <삭 제>

158 ∙ <신설> ∙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어린이집 교육, 상시지원 관리(자문 등)

159 가. 현황
∙ 위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가. 현황
∙ 위치 : 

(’21. 1월)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21. 2월~ ) 서울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163 나. 직원 복무관리 
∙ 근무시간 내 타 센터에서의 강의는 대가없이 가능
∙ <신설>

∙ <신설>

나. 직원 복무관리 
∙ 근무시간 중에 타 자치구 센터에서 유급강의는 불가
∙ 근무시간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부강의는 강

의료 지급 불가
- 자체주관교육, 안전공제회 등 위탁교육 여부를 

불문하며, 온라인 강의도 포함
∙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수수한 강사료는 환수 원칙

Ⅷ. 기타사업 

167 다.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점심시간

이
용
일

평  일 10:00~19:30

13:00~14:00
(가입･대여･
반납 제한됨)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자유놀이실
금요일 10:30~16:30
토요일 11:00~15:00

다.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점심시간

이
용
일

평  일 10:00~19:30 13:00~14:00
(가입･대여･
반납 제한됨)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 삭  제 > 

168 ∙ 회원구분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회원구분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6회), 장난감 3점･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가능(정회원에 한함)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가능

168 라. 주요사업
∙ 자유놀이실 이용 : 다양한 놀잇감 경험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위한 장소 제공

라. 주요사업
∙ <삭  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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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일반사항Ⅰ

1.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
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우리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 자치구는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서울시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육사업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 관련법령 및 행정기관의 안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 보육관련 법규,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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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Ⅱ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가. 어린이집 운영 규정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 23조〔별표8〕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하여야 함

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

1) 반 편성 원칙

○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기준을 준수하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예외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예외 기준

○ 기존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중인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보육반 탄력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만 0세아를 포함하는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예외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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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반 탄력편성기준】

구 분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2명 5명 - 2명 2명

3) 예외적용 기본보육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교사 미인정)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 별대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 : 127,800원 이상, 만2세반 : 105,9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다만 코로나19 관련하여 한시적으로(별도 안내시까지) 보조교사(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
조교사 미인정)를 배치하거나 위 기준에 따른 초과보육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 
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 자치구는 위반행위 발생시 예외적용 불가 결정
※ 예외적용 불가 결정시 행정절차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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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가. 공통기준 

○ 세입･세출예산은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집행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추가 지급등에 사용 가능하나,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총 잉여금(예상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활동비 등 잉여금 활용 수당1)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집행

○ 자치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지침 통보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비 및 시비, 구비 
지원사업 이외의 어린이집 자체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수당에 대해서 수당종류, 지급
금액, 지급횟수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음
단,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나. 예산편성 및 결산

1) 근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준용

2) 예산편성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예산편성지침 어린이집 통보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모든 어린이집)

구청장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1) 잉여금 활용 수당 편성･집행에 관한 내용을 본 지침 75∼76쪽의 ‘원장 제 수당 등 지급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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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5단계

➡

6단계
이사회의 예산의결

(운영체가 사회복지법인 일 
경우)

예산안 제출
(회계년도 개시 5일전)

세입･세출 예산 공고
(어린이집 게시판. 홈페이지 

20일간 공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구청장 어린이집

3) 결산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출납완료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의 결산의결
(운영체가 사회복지법인 일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4단계

➡
5단계

결산서 제출
(익년도 5.31까지)

세입･세출 결산 개요 공고
(어린이집 게시판. 홈페이지 20일간 공고)

어린이집 ⇒ 구청장 어린이집

다.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 경우 현금결제 가능

현금지출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시행일 : 2021. 1. 1~)
※ 이 경우에 한해 개인(원장 등) 신용카드로 결제 후 개인에게 결제

대금 지급 가능

○ 지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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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가. 보육교직원 채용

○ ｢영유아보육법｣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관리 규정 준용

나.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
(15일을 초과시 대체원장을 배치)

다. 교직원의 겸임제한 

①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등 : 20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규정 준용

② 다른 어린이집의 겸임 제한 

○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전자)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 관리
※ 전자 근무상황부 이용 방법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www.aseoul.c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원장만 로그인 가능) → 관리시스템 실행 → 메뉴 → 교직원 관리 선택 → 휴가/출장 등록

※ 자치구청장은 분기별 근무상황부 점검을 통해 과도한 외출 등으로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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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단, 수도권 내의 이동은 이동시간 포함한 월 12시간 초과 금지)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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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납한도액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기관보육료
0세 484,000원 484,000원 528,000원

1세 426,000원 426,000원 287,000원

2세 353,000원 353,000원 194,000원

3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88,800원
(’21.3.1~) 430,000원 -

4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70,860원
(’21.3.1~) 411,000원 -

5세 (’21.1.1~2.28) 240,000원
(’21.3.1~) 260,000원

(’21.1.1~2.28) 370,860원
(’21.3.1~) 411,000원 -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행일:’21.3.1~)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당해 어린이집 5세 보육료의 
50%를 적용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100,000원 205,500

※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식비 수납 가능

다.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수납한도액

○ 연장 보육료(17:00 ~ 19:30) : 시간당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 및 장애아 
3,000원

○ 야간연장 보육료(19:30 ~ 24:00, 07:30이전) : 시간당 3,200원(일반), 4,200원(장애)

○ 야간12시간 보육료(19:30 ~ 익일 07:30)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료(07:30 ~ 익일 07:30)

－ 정부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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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2021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아침･저녁 
급식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서울시 결정 범위 및 기준내에서 자치구 결정토록 위임(단, 수납주기 변경 불가)

○ 유의사항

－ 외부업체(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육비용, 교육 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 (계좌이체시)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 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 강사 출강부

･ 특별활동비 지출서류(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 특별활동비 지출은 클린카드(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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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료 등 지원

가. 차액보육료 지원

공통사항

∙ 지원받은 차액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급간식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1)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유아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430,000 260,000 170,000

4~5세 411,000 260,000 151,000

(단위 : 원)

○ 시행일 : 2021.3.1.

○ 지원 세부 기준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 25%
※ 방학중 방과후도 월 10일 기준으로 종일 보육료 차액지원

－ 출석인정 특례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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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

하는 시설

2) 방과후 차액보육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아동

○ 지원단가

연  령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205,500
(411,000)

100,000
(200,000)

105,500
(211,000)

(단위 : 원)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ʻ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ʼ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ʻ신규신청자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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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 현장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법정저소득층 가구 아동
※ 정부지원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두 해당됨

○ 지원금액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학습비 수납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비용
※ 수납 한도액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반기별로 정산하여 잔액 반납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다. 보험(공제) 가입(배상보험)

○ 가입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인가일로부터 자동 가입

○ 보장내용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보장기간 : 2021.3.1.  ∼  2022.2.28.

○ 보 험 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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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보육활동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한도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한도

∙ 배상책임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상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500만원 한도) : 어린이집 형사책임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예 : 식중독 등)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4천
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입
▶

공제증권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 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유의사항

－ 상해보험료 부모 수납금지

－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어린이집별 자체가입(소멸식 상품 가입,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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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가. 국비지원 대체교사

○ ｢2021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내용에 따름

나. 시비지원 대체교사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
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는 미지원

○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2,271천원/월)

○ 지원기준

－ 국비 대체교사 지원사유 이외의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
(재교육은 제외) 및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유휴인력 지원(국비지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조인력으로 파견

－ 지원순위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단, 대체교사 수요 발생시 유휴인력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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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조리원

○ 지원대상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지원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 파견(1,825,400원/월)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우선순위 지원 내용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건강관리 등

5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6 연가 (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7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신청기간 : 전월 1일 ~ 10일

○ 지원 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

대체조리원 
근태 

확인･통보

▶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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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지원 보조사업 우선 신청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하반기 출생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중단)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시비 2시간 추가지원 
이외의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1) 보조교사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조교사 기준에 따름

○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 정원충족률 40%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1,011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우선지원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은 시비 보조교사 예산에서 사용가능하며, 국비 보조교사 지원하는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인건비 지원 : 월 505,50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추가 지원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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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도우미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와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916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대상

－ 급식(조리) 지원 :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급식(조리)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청소 등 지원 가능

－ 청소 지원 : 전체어린이집
※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 청소를 주요업무로 하며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등 지원 가능

3)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 안내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2시간 추가 지원)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
역할

<시비 보조교사>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 역할에 따름

∙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
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가능

※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
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
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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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기타 유의사항 등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

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9~’20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 외 활용 사례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원장(교사겸직원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는 경우
∙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종사자(운전원 등)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지원인원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공개모집하여 선발 →
자치구에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채용

－ 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 이행 철저)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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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월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
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 경력관리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 보육도우미는 청소 및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 표기하고 이외의 업무 지원가능함을 안내하며, 자치구는 

주요 업무(청소, 급식(조리))를 구분하여 실적관리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마. 종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집
※ 시장방침 제457호(서울시 어린이집 공급시책 개선계획 ʼ03.7.10)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도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 지원기준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준하여 지원(시 50%, 구 50%)

－ 영아반 : 교사인건비 80% (2개반 이상인 경우)

－ 유아반 : 교사인건비 30%

○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종교어린이집 내 어린이집 시비지원 어린이집 현황(2개소)】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설치연도 운영법인
아이사랑어린이집 송파구 잠실본동 322-1 39 2004 사랑교회

방주어린이집 강동구 길동 406-1 79 2005 길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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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① 원장 :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② 그 외 보육교직원 : 전체 어린이집

－ (대상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
교직원(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에 한하여 지급. 단, 조리원은 현원 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특수교사, 치료사 

･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이외의 대체조리원

－ (근무시간 조건) :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지원가능

－ (지원중단) : 현원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보육교사 제외) 미만으로 감소 시 감소되는 
해당월까지만 지원

○ 지원단가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원 장 정부지원어린이집 월 195,000원

보육교직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 조리원(현원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월 145,000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 방과후 어린이집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시에만 방과후교사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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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 (매월 10일)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위 경우, 서울시 소재 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였으나, 공백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아동 1명 이상 보육)

－ 아동대 교사비율 미 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원

○ 세부 지원기준

－ 산전후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3개월 까지만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
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전액 지급)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처우
개선비 지급불가(서울형은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중 원장･보육교사 겸직은 원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원장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방과후보육교사는 평일 4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시행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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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육교사 중식비

○ 지원대상 : (인건비 신청일 기준)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야간
보육(야간)교사 포함)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됨

－ 대체교사는 지원대상 아님(단,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대체교사는 
지원 대상)

－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중식비 
지급 제외

－ 야간보육(야간)교사 : 야간보육, 24시간 지정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원기준 : 1인당 월 25,000원(월액)
※ 처우개선비 지원조건 준용

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회 승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명에 한하여 100% 지원(조리원 별도 채용, 평일 8시간 근무)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 지원기준 : 어린이집에 현재(교육 및 교육비 신청 당시) 근무중인 교육 수료자

과정명
지원
금액

지원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직무
교육

특별
직무

영아･장애아･
방과후 없음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 부담분 50% 지원 해당없음

일반
직무

보육교사 8만원
교육비의 100% 일 4,000원 

지원원장 8만원

장기미종사자 없음 전액(8만원) 자부담 해당없음

원장 사전직무 없음 전액(16만8천원) 자부담 해당없음

승급
교육

1급 승급
7만원 교육비의 50% 일 4,000원 

지원2급 승급

※ 보수교육 중식비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자체 시:구 50:5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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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중식비 신청하여 지급받음 

◈ 참고：보수교육 신청절차

○ 서울시보육보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우측 상단 보수교육신청  클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이트에 신청(로그인 필요 없음)

절      차 세부내용

교육신청
(※교육신청일 

0시부터)

∙ 기간 : 교육시작일 5주전 7일간
∙ 현직자가 아닌 경우, 신청 시 입력항목 중 ʻ현재 근무 시설명ʼ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근무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잘못 기입된 경우 

교육대상자 심의에서 제외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기간 :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 ʻ서울보육포털서비스ʼ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신청확인]에서 확인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 서울시 → 보수교육기관 → 교육대상자
※ 신청 인원이 정원의 2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교육등록(입금)
및 취소

∙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전화 or 이메일)에 따라 교육비 입금
- 입금계좌번호 : 신청한 교육과정의 구분(평일과정, 주말과정)을 클릭으로 확인
- 교육대상자 ʻ이름(어린이집명)ʼ 형식으로 입금[예, 홍길동(우리어린이집)]

∙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 취소방법 : 신청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당사자가 직접 취소
- 단, 대기인원이 교육대상자로 추가 확정된 경우, 교육시작 전일까지 교육 

취소 가능(해당 교육원으로 문의)
※ 교육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ʻ취소ʼ 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에는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교육실시 및 수료 ∙ 교육 실시 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교육비(식비) 환급
(자치구에서 환급)

∙ 현직자에 한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중식비 환급 신청
-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 미수료자 및 비현직자는 교육비･식비 환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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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보수교육 관련 문의

○ 교육신청 방법, 신청자 정보 수정, 경력 관련 및 교육비 지원 문의：해당 자치구

○ 교육대상자 확정 여부, 교육등록 및 취소, 교육 실시, 수료 문의：해당 보수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한국보육진흥원(02-1661-5666)

○ 보수교육(양성교육) 수료증 재발급：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 및 문의. 
단, 기관 경과에 따른 해당 교육기관 폐지 및 휴원 시 온라인 발급(서울시청 홈페이지
⇒ 응답소 ⇒ 온라인민원발급 ⇒ 자격증명민원 ⇒ 보육교사수료증 재발급 
※ 본인 인증 필요) 또는 서울시청 1층 민원실 방문 발급

7. 취약(맞춤)보육 지원

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반당)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작 월부터 미지원

○ 지원금액 : 0세아반 (장애아반, 0~1세 혼합반) 월 20만원/반,
1세아반 및 2세아반 : 월 15만원/반

○ 지원요건

연    령 정     원 지원충족인원(50%이상)
0세(0~1세)반 3명 2명

1세(1~2세)반 5명 3명

2세(2~3세)반 7명 4명

－ 모든 보육교사 고용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처우개선비 미포함) 이상 지급

－ 국고보조사업 기관보육료 지원 ①~④지원요건(20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충족하는 어린이집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

－ 국고보조사업 기관보육료 지원 중단 및 환수 조건 동일(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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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비 : 신규지정 시 초기 1회 150만원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30만원(다문화 보육 아동 현원 5명 
이상)
※ 다문화 보육 아동 현원 5명 미만일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 부담비율 : 시비 50% , 구비 50% 

다. 장애아어린이집 지원

1)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인건비 인당 월 1,367천원(4대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지원기준 : 2개반 당 1명 지원(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 담당업무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지원 등 장애아보육교사 업무 
지원
※ 운전, 청소, 어린이집장 업무보조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보조는 불가함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어린이집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 확정(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어린이집 추가부담)

－ 인건비 지원기준 : 만65세까지 지원,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는 인건비 
지원없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까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아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모두 하원하였을 경우 청소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 보조가 가능
하나, 주당 5시간 이상 일상 업무 보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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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기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 지원(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 포함 
지원)

－ 장애수당 월 300천원
※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 현원이 5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 누리과정운영비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등 활동비 지급 가능

3)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지원기준 

－ 장애아반을 구성하고 장애아 1명 보육 시, 1명으로 감소한 달을 포함 3개월 이후 해당 
장애아동 퇴소 시 까지 지원
※ 장애아 1명 보육시 감소한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로 지원
※ 장애아 현원이 2명으로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 시 보육교사인건비(국･

시･구비)로 지원

○ 유의사항

－ 해당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장애아반 정원을 유지

－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신규 장애아동 입소 홍보 등 실시하여야 함.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조리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운전원 인건비 : 1인당 월 2,155천원(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 포함 지원)
※ 차량운행 시 지원

－ 조리원 처우개선비 : 1인당 월 145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에서 지원

5) 교재교구비

○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 또는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모든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인당 월 21천원(방과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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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난방비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월 500천원

라. 야간연장 및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우선 지정조건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
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 지원내용

①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직장･서울형어린이집 월급여 8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72,000원
※ 야간연장반 전담 보육교사가 야간근로 시간(22:00 ~ 24:00)을 포함하여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평일 21:30분까지 근무, 6~8시간 근무 원칙

･ 야간연장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및 월 20시간 이상 야간연장 보육 시
※ 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인 이상, 보육시간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② 야간연장 교사 근무 수당

－ 월 461천원 지원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및 월 20시간 이상 야간연장 보육 시 또는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서 아동 1명이상 보육 시 국･시･구비 지원

･ 민간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서 아동 1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시･구비(특화
보육 50:50) 지원 ※ 2021년 신규 지원

※ 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인 이상, 보육시간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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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제 A등급 이상)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형) 별도 채용하고, 야간연장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시

－ 인근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 포함만 지원)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4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2개반 이상 운영시 해당 교사 모두 지원(최대 5명까지)

－ 프로그램운영비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20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 보육도우미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야간근무수당, 교통비, 보육료 등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실적등록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프로그램운영
비’의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이 실적 등록 및 증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 실적 등록(익월 10일까지)

: 월별 외부아동 보육실적 등록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② 자치구로 제출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제공시간 : 16:00~24:00(평일)  ※ 이용자가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 지원내용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472천원(국･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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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20. 3월 이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21. 2월까지 외부아동이용

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

②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2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등

･ 외부아동 1명 이상 월 20시간이상(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③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 수당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 수당

－ 지원조건 : 야간연장 전담교사가 야간근로 시간(22:00~24:00)을 포함하여 근무 시

－ 지원내용 :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원

－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호봉별 월지급액 ÷ 209시간 × 야간근로
시간 × 근무일수 × 50%
※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종료시간기준으로 지원

예시) 1호봉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가 22:00~23:00을 포함하여 21일 근무 시 월 96,040원 지원

30호봉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가 22:00~24:00을 포함하여 21일 근무 시 352,470원 지원

④ 보육료

구분 적용시간 시간당 단가 비고

연장보육료 17:00~19:30

영아반(1:5) : 2,000원
유아반(1:15) : 1,000원
0세반(1:3) : 3,000원
장애아 : 3,000원

∙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야간연장
보육료 19:30~24:00

일반아동 : 3,200원
장애아동 : 4,200원

∙ 월 60시간한도
∙ 1시간 단위로 계산
예) 19:30~ 20:30 하원시 1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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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⑤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8: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권고, 해당 시간 다른 보육교직원이 
아동인솔이 가능할 경우 다른 시간대 근무 가능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배정 시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

⑥ 교 통 비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 
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지원조건

･ 주간어린이집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야간보육수요 있을시 야간보육 의무사항

･ 거점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미지원 시 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시 거점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 책임, 보육도우미와 아동이 도보 
이용 불가 시 거점형 야간보육서비스 불가

･ 주간 및 거점어린이집 하원차량을 이용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이동시 미지원
※  하원 차량 이용으로 인한 비용은 가정부담

･ 주간보육교사 출장비는 ‘아동인수인계서’ 참고하고 교통비는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증빙

･ 유치원 재원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유치원 교직원이 아동의 이동 
지원하였더라도 교통비, 출장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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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거점형야간보육관련 간단 메뉴얼

【어린이집】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청(야간연장보육반을 운영중인 국공립어린이집)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로그인 > 어린이집 정보관리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신청 
> 거점형 야간보육 가능 아동수 선택 > ‘거점형야간보육 신청’ 클릭

∙ 거점형 야간보육 예약 현황 확인 및 확정(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로그인 > 예약/대기자 관리 > 보육서비스예약관리 > 달력에서 해당 예약 

건 선택 > 입소처리(입소불가 처리 시 사유 입력)  ※ 매일 15시한 입소 처리 등 예약관리 실시

【이용자】
∙ 거점형 야간보육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로그인 > 보육서비스 예약 > 거점형야간보육 > 아동등록(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아동명, 아동어린이집, 생년월일 등) > 신청하기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선택 
> 거점형 야간보육 이용신청(아동명, 생년월일 등)

※ 거점형야간보육 1개월 이상 이용예상 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장기 예약 처리 가능

【자치구】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신청 현황(인건비 20% 등 지원 조건 확인)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관리자 로그인 > 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관리(야간보육어린이집 = 예)

마. 365열린 어린이집, 24시간, 휴일 어린이집(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등재)

1) 365열린 어린이집

○ 지원 내용 및 조건

－ 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100%(이용아동 유무 무관)

－ 휴일전담교사 인건비 

･ 월급여액의 100% 또는 휴일근무수당 어린이집별 2인까지(70천원/일, 전담 및 기존
교사)

･ 지원조건 : 보육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야간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2명까지(70천원/1일, 전담 및 기존교사)

･ 지원조건 : 보육아동 1명 이상, 8시간(24:00~06:00 포함) 이상 근무 시 지급
※ 휴일에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만 지급

－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500천원 지원  ※ 휴일 조리원 인건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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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어린이집

○ 지원내용 및 조건

－ 보육교사 인건비 
: 보육아동 일평균 2명 이상인 경우, 교사 1인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 야간근무 수당 
: 보육아동 일평균 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별 2명까지(70천원/일, 전담 및 기존교사)

3) 휴일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아동 1인 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4,300원
※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중 국고보조사업 요건(보육교사 1인당 2명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충족 시 

국고보조 인건비 우선 지급

바. (장애아)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 지원대상

－ 일반 : 주민자치센터, 종교어린이집,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 중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장애아 :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방과후 반을 편성･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지원기준

－ 시설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가능

－ 처우개선비(방과후보육교사)는 평일 4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방과후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시에만 방과후보육교사 단가로 처우개선비 지원

구분 운 영 비(반당)
방과후보조교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방과후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  550,000원

300,000원 100,000원
기타지정시설 1,150,000원

※ 정부지원시설 : 방과후교사 인건비를 지원(일반 50%,장애어린이집 100%)받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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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① 담임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함
(부득이 미이수 교사 채용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채용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미이행 시 

지원중단)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함
② 방과후보조교사

－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 보육교사

○ 지원기준(시설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운영비 지원가능
※ 장애아 방과후반의 경우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운영비 지원가능

－ 장애아 방과후반의 경우 장애아 3명당 1개반 편성(일반, 장애아 방과후반 각 최대 3개반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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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가.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포함(영아전담 등)

○ 우선 지원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어린이집) 안전 점검시 “미흡ˮ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ˮ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제한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18년~’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 특별한 사정2)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지원규모 및 단가

－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

정원 20인 이하 21~59인 60인 이상
최대 지원 규모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근거：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6]

2)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어린이집의 실내공
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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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사업비 부담비율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 외부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의 폐지 시, 지원 사업비 반납. 단, 사업연도부터 3년간 매년 
33.3%씩 감가상각 적용

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우선지원

－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어린이집)

○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아동 수(반별)에 따른 차등지원(2개반까지)

○ 지원금액 한도

－ 설치비 : 어린이집당 20,000천원

－ 개･보수비 : 어린이집당 10,000천원
※ 장애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2조  2016.3.1일까지 장애아동 편의어린이집 완비

○ 구비서류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구청장 의견서

－ 자치구 담당자 현장 확인(복명)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설치, 장비구입, 보육교직원 채용계획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사 및 장비구입 견적서(사본)

－ 용도, 건물소유관계 등은 자치구에서 관련자료 확인

○ 설치비 반납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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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축

∙ 단독건물 설치시 : 총소요액 기준 최대 30억원(국･시비)
- 부지･건물 매입비
- 공사비(신축비) :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Ⅲ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 기본방향

○ 지역별 보육수요 및 공급현황 등을 고려한 균형배치

○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 양적확충과 질 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나. 우선 확충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미만 설치 또는 국공립이용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행정동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

다. 자치구 설치비 지원

구 분 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 자치구 수

1군 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5% 17개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85% 7개

3군 100% 이상 강남구 75% 1개

라. 설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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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물에 설치시 : 어린이집 전용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비(신축비) 지원

리모델링

∙ 단독건물(기존 어린이집 포함) 매입시 : 총 소요액 기준 최대 30억원(국･시비)
- 부지･건물 매입비
- 공사비(리모델링비) : 규모별 지원 신축비의 65%이내 지원
-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는 신축비 요율에 따라 지원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기존어린이집 및 공동주택관리동 장기임차 시 : 공사비 및 기자재비 포함 지원기준
(10년 장기임차)
- 정원 20인 이하 : 최대  70백만원

- 5년 장기임차 시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지침
지원기준 적용

- 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 연장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 정원 21~29인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45인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59인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79인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인 이상 : 최대 240백만원

마. 설치 기준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 권장(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활용(권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

○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설치
※ ‘신축’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881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

계획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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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별표1)」를 참조하여 위탁체 
선정
※ 위탁체 선정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신규･변경위탁은 70점 이상, 재위탁은 80점 이상인 위탁체로 선정

○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및 개인
※ 기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부여

하고, 장기임차 기간 중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위탁취소 또는 원장 교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어린이집3)

※ 다만, 나목4)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5)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
※ 단,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자

－ 선정된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일 경우

－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4)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5)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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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 공통조건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정원･입소우선순위･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사용 제한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주 출입문 별도설치 및 어린이집 현판에 국공립어린이집 BI 표기

○ 차량운행 금지(원칙)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 운영시간(07:30~19:30) 준수(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연장반 의무 운영)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원장 및 교사 교육 : 개원 후 1년 이내 이수(신규･전환)
※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 등) 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 등 개별 법령･지침에 의

한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함

－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참여 : 개원 후 2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셀프컨설팅 : 민간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나. 보육교직원 채용

○ ｢영유아보육법｣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관리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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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친인척 등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단, 전환 승인 당시 근무중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무 가능

○ 원장 채용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별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타 어린이집의 대표(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 채용 배제
※ 신규･변경･위탁시 당초 내정된 원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재위탁시 심사에 참여한 원장을 위탁계약기간 중 교체할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육교직원 채용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자체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 보고 후 채용

－ 자격기준을 갖추고 채용공고일 현재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 과정을 이수･통과한 자(채용 후 이수 가능)
※ 채용 후 교육을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채용 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필수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 어린이집 개보수 목적 등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적립금 편성 가능
※ ‘적립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

세칙(항목별 설명자료-적립금) 규정 적용

－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보험상품 적립 불가)

･ 매년 결산 시 ‘적립금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 무상임대 전환 어린이집은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적립금은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함

･ 적립한도 :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74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
(321목)+연장보육료(322목)

･ 적립한도 예외 인정 : ’20년 세출결산서의 운영비 집행잔액(’21년 세입예산서의 
‘전년도 이월금’) 중 향후 어린이집 개보수 등의 목적으로 적립할 경우 적립한도 미적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적립 계획서’ 자치구 제출

참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8조

∙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
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어린이집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 200인 이상 : 4,800천원(월 400천원)

－ 150 ~ 199인 : 4,200천원(월 350천원)

－ 100 ~ 149인 : 3,600천원(월 300천원)

－ 70 ~ 99인   : 3,360천원(월 280천원)

－ 40 ~ 69인  : 3,000천원(월 250천원)

－ 40인 미만 : 2,400천원(월 200천원)

○ 원장의 제수당 등 지급 기준

－ 제수당 : 원장 제수당의 총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월 평균 제수당(법정수당 제외)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수당 :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 취약보육운영수당 : 최대 100천원/월(제수당과 별도 적용)

･ 야간연장, 장애아, 휴일, 다문화 보육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보조금으로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취약보육에 따른 급여 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교사에게도 동일 금액 지급



75

Ⅲ.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원장 활동비6) : ‘원장 활동비’는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가능(연간 360만원 이내)
단, ‘원장 활동비’지급으로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보육교사에게 건강관리비 연 100천원 및 자기계발비 연 100천원 지급 조건
※ 지급대상 : 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인 보육교사

(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 - 예시 : 20.3월 입사 시 21.2월 내 지급)

･ 원장의 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자기계발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은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 발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개정사항 안내

∙ (검토배경) ’17년 지침 신설 당시 ‘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시켜 지급하되 이월된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예산편성･집행 원칙에 맞지 않게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
하는 등 개선 필요

∙ (개정내용) ‘잉여금 활용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집행하되, 수당 편성방법은 인건비, 급식･
간식재료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모두 계상한 후 남는 잉여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50% 초과 여부는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시 아래 기준에 따라 확인 
- 예산편성: ‘잉여금 활용 수당 편성액’이 복리후생비(216목)+교재･교구구입비(312목)+시설비

(710항 합계액) 편성액보다 적어야 함
- 결산보고: ‘잉여금 활용 수당 지급액’이 복리후생비(216목)+교재･교구구입비(312목)+시설비

(710항 합계액) 지출액보다 적어야 함 
* 잉여금 활용 수당 : 원장활동비, 보육교사 건강관리비･자기계발비, 성과금

○ 성과급･명절 격려금등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은 보육
교직원*이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품권으로 지급 불가

*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평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 국외연수비 : 보육교직원이 형평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당해어린이집 근무 중 동일인의 5년내 중복 연수 제한
※ 단, 전체 연수비용 중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제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실시 가능
예)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여 ’14.1월 연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3년 후인 ’17.1월부터 가능

/ 운영비를 50% 이상 사용하여 ’14.1월 연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5년 후인 ’19.1월부터 가능

6) ‘원장활동비’지급 근거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시설 보수지급기준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76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교육과정 교육대상

인력풀
기본교육

• 2015. 10. 1.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에 임면보고된 보육교사 및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1,2,3급 자격증 소지자 및 학기를 마친 졸업예정자)

• 인력풀 기본교육(보수교육 연계)은 인력풀 기본교육 대상자이며 당해연도 보수
교육 대상자(현 어린이집 재직자)인 보육교사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수
교육 신청 가능(2020년 시범 운영)

○ ‘장기임차 방식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물품 및 운영비 잔액 관리

－ 장기임차 계약이 종료시 국공립으로 운영한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내용 연수에 따라 
자치구에 반납 조치

－ 장기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운영비(적립금 등) 잔액은 자치구에 반납 조치

4.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 프로그램 

가. 국공립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수행 및 인력풀(pool) 관리

1) 교육대상

○ 보육교사

－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하는 보육교사(1,2,3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관련 학점 이수 및 보육실습을 완료한 졸업예정자
단, 보육교사교육원 및 학점은행제는 자격취득자

－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재직교사

－ 2015. 10. 1.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채용 보육교사(채용 후 1년 이내 이수)
※ ‘인력풀 기본교육’이수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취업한 경우 교육 제외 가능

○ 원장

－ 2012. 1. 1. 이후 전환 또는 신규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신규원장교육’이수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취업한 경우 교육 제외 가능

2)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women.or.kr) 신청
※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3)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경력별･단계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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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상
인력풀

심화교육 • 인력풀 기본교육 이수･통과 후 3년이 도래한 보육교사

중간관리자
교육

• 국공립어린이집 재직중인 중간관리자
• 현 국공립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
• 인력풀 수료 후 국공립어린이집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예비원장 교육
• 서울시 거주, 보육업무 경력 9년 이상, 원장자격 소지한 보육교사, 인력풀 

이수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원장교육 • 2012. 1. 1. 이후 전환 또는 신규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 보육교사 인력풀 등록･관리

모 집 교육실시 종합평가 등 록

∙ 분기별 온라인 
신청

∙ 이론 28시간(5일)
(평일 또는 토요일)

∙ 출석 10%
∙ 수행평가 30%
∙ 이론평가 30%
∙ 실습평가7) 30%
※ 통과기준 80점

∙ 수료증 발급
∙ 인력풀 등록

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채용 지원

○ 채용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세 부 방 법

1. 회원가입
(어린이집)

홈페이지 
접속

∙ http://child.seoulwomen.or.kr
∙ 회원 구분에서 채용어린이집/국공립으로 선택

↓
2. 구인정보 등록

(어린이집)
구인정보 

작성
∙ 채용정보> 구인구직관리> 구인정보등록에서 구인정보작성

※ 구인 등록 시 최소 5일 이상 공고
↓

3. 보육교사 지원
확인(어린이집)

면접대상
보육교사 

선정

∙ 채용정보 > 구인구직관리 > 채용지원현황에서 신청자 확인
※ 원장은 인력풀보육교사에게 직접 ‘서류지원요청 ’

↓
4. 채용절차 진행

(어린이집)
교사 채용 ∙ 서류 검토 및 면접, 채용, 임면보고

※ 문의사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02-810-5063, 5016, 5043

7) 실습평가(경력구분 없으며, 현장실습평가 폐지)  ∙ 모의수업+보육활동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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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1) 대상 : 국공립 전환 및 신규 개원 어린이집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민간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2) 컨설팅 진행절차

대상 선정 및 통보 컨설팅 진행 종료 및 평가 결과 제출

시 보육담당관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 어린이집

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 어린이집

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 어린이집

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보육담당관

※ 기존 운영중인 국공립 중 컨설팅 미이수 어린이집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에 개별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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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가. 신규･변경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35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5
4
3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5
4
3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5
4
3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
4
3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5
4
3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5
4
3

⑦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①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
･ 참여하여 통과(평가제 A,B등급) ･참여중(평가제 C,D등급) 
･ 평가제 미참여, 평가인증 미통과

10
5
0

② 어린이집 근무 경력(원장 + 교사)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14년 이상 12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8년 미만

10

8

6

4
③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

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15
10
5

3.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10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복지 및 보육관

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15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
3
1
0

②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
보 여부

5
4
3
2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5
3
1
0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용어의 정의(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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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위탁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1. 운영체의 
어린이집운영 
및 사업실적 

30

① 어린이집 운영 관리
5
4
3

②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5
4
3

③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9
8~7
6~4

④ 회계관리의 적절성
10~9
8~7
6~4

2. 원장의 전문성 15

①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
･ 참여하여 통과(평가제 A,B등급) ･참여중(평가제C,D등급)
･ 평가제 미참여, 평가인증 미통과

5
2
0

② 어린이집 근무 경력(원장 + 교사)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미만 10년 미만

5
4
3
1

③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능력 종합평가
･ 재정운영 능력,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도

5
4
3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5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5
4
3

② 서류간소화 이행실적 및 계획
5
4
3

③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계획
5
4
3

④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실적 및 교육계획
5
4
3

⑤ 유급 휴가 및 병가제도 운영 실적 및 계획
5
4
3

⑥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5
4
3

⑦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5
4
3

⑧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
5
4
3

⑨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5 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3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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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어린이집 운영계획 – 35점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③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제공(연중 훈련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 (3점)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교육, 영양, 안전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⑤ 특별활동의 계획

－ 특별활동이 없거나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한도액의 50%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제외) ···································· (4점)

－ 특별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나 위 특별활동 계획이 보통 이하인 
경우 ··························································································································· (3점)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 계획(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우수하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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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보통이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미흡하나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점씩 감점

⑦ 예산의 적정성(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5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4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3점)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최근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면서

－ 참여하여 통과(평가제는 A, B등급) ···································································· (10점)
－ 참여중(평가제는 C, D등급) ················································································· (5점)
－ 평가제 미참여 또는 평가인증 미통과 ··································································· (0점)

② 어린이집 업무 경력(원장 + 교사)

정원 21인 이상 정원 20인 이하 점수
14년 이상 12년 이상 (10점)

12년 이상 14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8점)

10년 이상 12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6점)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8년 미만 (4점)

※ 경력 환산 시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은 120% 인정

③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5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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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5점)
※ 원장(내정자)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하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보통이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또는 보육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점)
※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 : 아동의 방임, 교사의 고용 불안(불투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운영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15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5점 부여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 (5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 (3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 (1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급식기준 위반, 운영비를 유용(3년 200만원 

미만)한 경우 ············································································································· (0점)
② 운영체의 유형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확인), 전담인력 확보 등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
··································································································································· (5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보통인 경우 
또는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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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미흡한 경우
··································································································································· (3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관련 전담인력 확보가 보통
이하인 경우 ·············································································································· (2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계획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우수한 경우 ············································· (5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 ············································· (3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 ············································· (1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이 
없는 경우 ·················································································································· (1점)
※ 개인위탁의 경우 전문가 회계운영 점검 실시 계획, 학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대체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점)

※ 개인 - 배우자 자산의 50% 인정 / 부채는 자산에서 경감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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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운영체의 어린이집운영 및 사업실적 - 30점

① 어린이집운영 관리(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집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집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집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②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우수한 경우 ············ (5)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보통인 경우 ············ (4)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미흡한 경우 ············ (3)

③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우수한 경우

······························································································································· (10~9)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보통인 경우

································································································································· (8~7)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미흡한 경우

································································································································· (6~4)
④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우수한 경우
······························································································································· (10~9)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보통인 경우
································································································································· (8~7)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미흡한 경우
································································································································· (6~4)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15점

①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최근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면서

－ 참여하여 통과(평가제는 A, B등급) ······································································· (5점)
－ 참여중(평가제는 C, D등급)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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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 미참여 또는 평가인증 미통과 ··································································· (0점)
② 어린이집 업무 경력(원장 + 교사)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점수
16년 이상 14년 이상 (5점)

14년 이상 16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4점)

12년 이상 14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3점)

12년 미만 10년 미만 (1점)

※ 경력 환산 시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은 120% 인정

③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능력 종합평가(소견발표)
(재정운영 능력,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숙지도)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5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4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3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 45점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② 서류간소화 이행실적(보육지침에 반영된 서류간소화 이행계획)
－ 서류간소화(보육일지, 알림장 등 2종)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점)
－ 서류간소화(보육일지, 알림장 등 2종)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점)
－ 서류간소화(보육일지, 알림장 등 2종)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점)

③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계획(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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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3점)
④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실적 및 교육계획(연중 교육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이 없거나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⑤ 유급 휴가 및 병가제도 운영 실적(대체교사 우선지원 계획 수립 시행)

－ 유급 휴가 및 병가제도 운영 실적 및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유급 휴가 및 병가제도 운영 실적 및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유급 휴가 및 병가제도 운영 실적 및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⑥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등)
－ 운영 및 관리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운영 및 관리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4점)
－ 운영 및 관리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3점)

⑦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 계획 및 실적(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및 실적 포함)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각각의 실적이 우수하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5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각각의 실적이 보통이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각각의 실적이 미흡하나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점씩 감점

⑧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
－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이 없거나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5점)
－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특별활동을 (실시)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한도액의 50%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제외) ···························· (4점)
－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특별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나 위 특별활동 

계획이 보통이하인 경우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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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예산의 적절성(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관한예산이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5점)
－ 세입･세출에 관한예산이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4점)
－ 세입･세출에 관한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3점)

 운영체의 공신력 - 5점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 (5점)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3점)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1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급식기준 위반, 운영비를 유용(3년 200만원 미만)한 

경우 ··························································································································· (0점)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점)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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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운영Ⅳ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목적

○ 보육품질 평가 기준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칙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함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등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 맞춤(취약)보육(야간보육,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을 1개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정부 보육사업안내, 서울시보육사업안내), 기타 서울시 정책에 적합
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있는 정당하고 건전한 비용만 예산집행(수입, 지출)할 수 있음

○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신규 채용 불가. 단, 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직계존비속은 6촌 이내의 혈족에 포함

※ 기존 보육교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 신규 채용 불가

다. 공통조건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비상재해대피시설 기준, 정원･입소 우선순위･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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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라. 운영기준

1) 회계관리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KB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카드(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입력 및 부적정 입력(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시 미사용으로 봄

－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하는 것이 원칙인 바,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어린이집관리
시스템에서 재무회계 자료를 작성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시에도 회계보고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수입, 지출)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입력(매월)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결제카드 사용 불가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운영비 전용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
(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현금지출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시행일 : 2021. 1. 1~)
※이 경우에 한해 개인(원장 등) 신용카드로 결제 후 개인에게 결제대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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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 첨부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
수납영수증 등
※ 공사계약 및 지출 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 일정), 견적서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 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전･중･후 사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

서류 구비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회계관련 서류는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은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의 
10% 이하로 사용

○ 적립금은 어린이집 개보수나 차량 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재공인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적립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 적립 완료 후 6개월 내에 적립금 사용이 원칙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종료일 전까지 미사용 시 보조금으로 적립된 적립금은 반환 대상임

2) 보육료 등의 수납

○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 명시

－ 필요경비 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입 원칙적 불가 단, 자치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19. 3. 1.부터 시행)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원장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

－ 보육교사 등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전의 급여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 어린이집 부담
으로 조정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에게 보육교사 수준 이상의 
인건비 지급 지양

－ 친인척에게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보다 상향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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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에 따라 지급

○ 대표자 겸 원장의 경우 ‘장기근속가산’ 금액 추가지급 가능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액＋직책급＋제수당의 합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
※ 장기근속가산 산출기초인 제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의 원장의 제수당만 해당됨
※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근로자)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잉여금 활용 수당

∙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구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내용

∙ 원장 책임수당(현원 규모별 지급)

-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 150∼199인 : 월 600천원
- 100∼149인 : 월 500천원
- 70∼ 99인 : 월 400천원
- 40∼ 69인 : 월 300천원
- 40인 미만 : 월 200천원

∙ 원장 활동비 : 월 300천원 한도 지급

①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사 전체
- 월 100천원 한도(호봉 당×1만원)

② 건강관리수당･교육수당
- 건강관리수당 100천원(매년1회)
- 자기계발비 지원 60천원한도(연)

※ 지급대상 : 국공립 지출 기준 준용
※ 교육비는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으로 지급(교육증명 불필요)
※ ① 또는 ②의 수당 중 선택 지급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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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2016. 10. 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 어린이집 전 보육교직원 대상일 경우만 학비지급 가능(그 외 지급 불가)

구  분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 기준

가. 기본원칙

∙ 개인학위 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全)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 계정과목 : 교직원연수･연구비(어린이집관련 재무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별표8)

나. 인정조건

∙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계약학과” 관련규정 준수

∙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범위 내 인정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참고)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 필요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다. 확인사항

∙ 위의 해당 기준 준수여부 확인
∙ 확인방법 

- 내부근거 규정 마련되어야 하며, 마련된 근거규정은 적정한지 여부
- 전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의견 및 수요조사(개별 서명 확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교육계획수립과 연동한 시행 여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학비 지원 여부(어린이집 부과금액)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차입이 있는 경우 부적정 지출로 봄
- 평가 시 이전 평가와 연동하여 확인

(보육교직원(원장포함)간 거짓으로 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부적정 지출로 간주함)

○ 기타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96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및 기준

가.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기관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신규공인의 경우, 공인기간 시작 전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 발생 시, 무혐의 처분일 또는 판결일까지 인건비･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유보 ※ 무혐의 처분 시, 소급하여 지원

1) 인건비

○ 원장 : 월 지급액(1호봉)의 80% 지원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

○ 영아반 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월 지급액의 30% 지원

○ 조리원(1인) :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되, 현원이 40인 미만으로 
감소 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
※ 현원 기준일 :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 야간보육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19시 30분 이후 야간보육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 야간보육반 전체 아동의 
야간보육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1명인 경우 시･구비로 지원)
※ 1인당 1,472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월지급액의 80% 전액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1,838,45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21년 기준)

구  분
국･시･구비 보조 시･구비 추가보조
야간보육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아동 2명이상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교사 1인 1,472천원 366,450원

아동 1명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 1,838,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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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1인당 1,472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으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693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1,838,45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21년 기준)

구    분
국･시･구비보조 시･구비 추가보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693천원 145,450원

○ 인건비 지원 비율에 따라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전액 지원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기준, 24시간어린이집 지원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기준 준용

2) 운영비

가) 지원기준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지원

○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지출항목(우선 활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집행
※ 집행 시 지출결의서에 ‘운영비 보조금’ 명시, 목적 외 사용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ʼ21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40,500원), 2021. 3.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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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으로 회계 및 교직원을 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사용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입력사항(회계, 교직원 급여 등)미입력 및 부적정 입력(일괄 지연입력, 편법

사용, 허위보고 등)시 시스템으로 관리 미인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주기와 한도액 준수

○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및 반별정원 예외규정 포함)’ 준수

○ 부부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불가
※ 단, 최초 설치인가시 받은 임대인 명의의 융자금이 있을 경우 임대료 지급이 가능하나 해당 융자금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다) 지원중단
○ 지원조건 위반 시, 발견시점 익월부터 3개월간 운영비 지원중단

－ 인건비 지급 기준 미준수인 경우 운영비 지원중단 (공인기간 중 재적발 또는 3개월 이상 
위반 시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

－ 필요경비 수납주기별 한도액을 미준수 한 경우 운영비 지원중단 (공인기간 중 재적발, 
수납주기별 한도액 연3회 이상, 2개 항목 이상 미준수 시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
예시) 수납주기가 월인 경우 1개월 위반 시 연 1회, 분기는 분기 기준 연1회 산정

○ 아동학대 발생(무혐의를 제외한 검찰 기소 등 처분 시) 시, 통보일 익월부터 판결일까지 
운영비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부터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을 
통보 받을 시, 통보일 익월부터 운영비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부터 지원
※ 운영비 중단과 상관없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 시

3) 환경개선비

○ 신규공인에 한해 지원(단, 서울형 공인취소･종료 후 재차 신규공인 시 50% 감액 지급)

－ 영유아의 안전, 건강, 위생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노후설비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위생･안전시설 보완 등) 



99

Ⅳ.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적용
(단위 : 천원)

정  원 20인 이하 21인 ~ 59인 60인 ~ 99인 100인 이상
지원한도액 4,000 5,000 7,000 10,000

○ 반납 : 신규공인 기간(3년) 중 공인 중단 시

－ 공인종료･취소 시 :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

－ 국공립 전환 시 : 국공립 확충사업비(리모델링비, 기자재비)에서 해당금액 차감 지급

나. 지원(중단) 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작월부터 지원

－ 매년 공고일에 공인기간과 보조금 지원시기 명시

○ 공인취소 처분일(공인종료일) 익월부터 지원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중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 시 
판결일 익월부터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음을 전제조건으로 소급지원 가능

다. 보조금 환수(반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반환)

라. 호봉승급

○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는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호봉승급 
적용하여 지원

－ 보육교사, 조리원이 다른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 지원
※ 비서울형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수입 등으로 자체 지급 가능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는 2016. 3. 1.부터 시행

※ 비담임 교사는 2014. 1. 1.~2015. 12. 31.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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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 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공인종료)의 경우 근무경력은 공인취소일(공인종료일)까지 인정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적용시기 : ’21. 7월 1일부터 실시(호봉관리시스템 
개발 이후))

○ 원장은 비서울형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승급

○ 기타 호봉인정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준용

3.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규)

가.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제외 대상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 이거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어린이집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신규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기존 보육교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 신규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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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영유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및 대표자, 원장,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구 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서울형 공인종료 기준 적용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영구 제외)
※ 제외대상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나. 공인기준 및 절차 

○ 매년 별도 공고

○ 공인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 어린이집은 서울형 공인현판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전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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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존)

가. 대상 및 공인결정

○ 공인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 공인이 만료되는 전년도 평가 후 공인여부 및 기간 결정

나. 공인기준 및 절차

○ 매년 별도 공고

○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부서)에 제출

○ 공인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3~5년 차등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 공인취소

① 공인 평가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어린이집의 개선, 사업의 정지,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2015. 4. 10. 이후 위반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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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

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 안심보육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은 경우

－ 평가 대상기간과 공인 유효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⑥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⑦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⑧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
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무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취소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의견청취 시 고려



104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검찰의 기소 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서울시가, 기타 처분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어린이집 소재 자치구에서 이행
※ 무혐의 처분 및 무죄판결 어린이집,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어린이집은 

공인 유지

⑨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시점 취소일자
(①) 공인 평가 공인만료 익일

(②) 행정처분 ∙ 행정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③)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의 확정일 공인취소처분일

(④)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 경우 (판결일 기준)

공인취소처분일

(⑤,⑥,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보육료 및 기타 필요
경비 위반

∙ 발견일 공인취소처분일

(⑧)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 수사기관 통보일 공인취소처분일

(⑨)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 이행 만료일 익일 공인취소처분일

(⑩) 지역사회 내 다수 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 판단일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 처분일 기준】

라. 공인종료

① 2020년 3월 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 적용시기 : 2020년 2기 정부 평가결과부터 적용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공인 후 어린이집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휴지, 폐원 등)되는 경우

④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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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실제로 법인･단체등 이지만, 2012. 2. 5.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된 시설 포함)

⑥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공인기간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①) 정부 평가인증 취소 및 만료(종료)
∙ 정부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 평가인증기간 만료일(종료일)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일

(③)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 휴지신고 후 6개월 되는 날

∙ 폐지 신고시 기재한 해당 일

(④) 서울형 공인 자진포기 ∙ 자진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또는 공인만료일

(⑤)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일 전일

(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일 전일

【공인종료 처분일 기준】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공인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인취소
(공인종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종료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종료 통보

③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 보고

④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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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 시

① 자치구에서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②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 기일 내에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③ 자치구는 필요 시 해당어린이집 운영자의 의견청취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인취소 요청
④ 서울시는 해당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통보

바.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 자치구는 해당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볼마크)를 무단사용 하지 않도록 관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공인종료) 절차】
《업무주체》 《내용》 《세부 내용》

어린이집
취소･종료
사유발생

∙ 공인취소 : ① ~ ⑩
∙ 공인종료 : ① ~ ⑤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발생확인
및 보고

∙ 서울형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사유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서류
(행정처분 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에 서면보고(7일 이내)

시 사전통지

∙ 공인취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사전통지

(업무연락 또는 우편)
- 해당자치구에 사전통지 사항 통보

∙ 공인종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종료 사전통지 생략

어린이집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해당 자치구 의견서제출 ∙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제출(자치구 → 시) 

시
공인취소,
종료처리

∙ 공인취소 통보(시→자치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취소 문서 첨부
∙ 공인종료 안내(시→자치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종료 통보 

문서 첨부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안    내
공인종료
안    내

∙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결정 공문 반드시 첨부

∙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종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공문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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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운영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운영Ⅴ

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가. 목  적

○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운  영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다. 대상어린이집 및 정원

○ 대상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우선 지정

－ 민간어린이집

○ 정   원 : 어린이집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지정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어린이집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지급액의 80% 또는 1,693천원 지원
※ 장애아 현원 2명 이상 시 국시구비 지원, 장애아현원 1명 시 시･구(특화보육, 50:50) 지원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월 30만원 별도(국･시･구비)

－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장애수당 월 30만원 별도(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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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67천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천원(방과후반 포함)

－ 장애통합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신규 20백만원, 기존 10백만원 한도

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가. 정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갖춘 어린이집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까지 비장애아 보육가능

나. 대상어린이집 

○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지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치료사, 장애아 방과후
교사, 조리사 100%(국비)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월 30만원) 별도(국비)

－ 신축비 : 어린이집당 940백만원, 지원단가 ㎡당 1,397천원(국비)

－ 차량운영비 : 20만원(국비)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2개반 당 1명 1,367천원 지원,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단 월 21천원(방과후반 포함)

－ 운전원 인건비 : 월 2,155천원(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 차량운행시 지원

－ 조리원 처우개선비 : 145천원

－ 운영비 지원 : 냉난방기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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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가. 목적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등 어린이집 기준 보육시간
(07:30~19:30) 이외 야간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운영방향

○ 야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24시간 보육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 입소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하여야 함.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장기간(1월 이상)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 여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에게 보호자 준수사항 및 아동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

○ 휴일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지정 대상어린이집

○ 야간연장 어린이집 : 모든 유형 어린이집

○ 24시간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우선 지정

－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2017년부터 신규지정 및 24시간(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됨

※ 2019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 휴일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
어린이집 중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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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린이집 및 운영기준

○ 어린이집 및 설비기준

－ 바닥 난방 어린이집, 냉･온수 샤워 어린이집, 수면하기에 적합한 어린이집(수면실 등)

－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비상약품류 등

－ 안전관련 설비, 아동･보육교직원 보안 및 안전설비

－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식단) 및 자체 야간보육프로그램 구비

－ 기타 야간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

○ 보육교사 배치기준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매일 1:5 원칙

･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 업무량 고려 일부 달리 적용 가능

･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 가능

－ 24시간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 ~ 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

－ 휴일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야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 야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므로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에도 구청장이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는 시･도지사가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 및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010년부터 구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음

마. 인건비 지원기준

1) 야간연장 어린이집
○ 우선 지정조건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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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직장･서울형어린이집 월급여 8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1,472,000원
※ 야간연장반 전담 보육교사가 야간근로 시간(22:00 ~ 24:00)을 포함하여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평일 21:30분까지 근무, 6~8시간 근무 원칙

･ 야간연장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및 월 20시간 이상 야간연장 보육 시
※ 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시간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② 야간연장 교사 근무 수당

－ 월 461천원 지원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및 월 20시간 이상 야간연장 보육 시 또는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서 아동 1명이상 보육 시 국･시･구비 지원

･ 민간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서 아동 1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시･구비
(특화보육 50:50) 지원 ※ 2021년 신규 지원

※ 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인 이상, 보육시간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2) 24시간어린이집

○ 지원내용 및 조건

－ 보육교사 인건비
: 보육아동 일평균 2명 이상인 경우, 교사 1인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 야간근무 수당
: 보육아동 일평균 2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별 2명까지(70천원/일, 전담 및 기존교사)

3) 휴일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아동 1인 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지원내용 : 교사 1인당 일 54,300원
※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중 국고보조사업 요건(보육교사 1인당 2명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충족 시 

국고보조 인건비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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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가. 사업개요

○ 대   상 : 어린이집 평가제 ‘A’ 등급 이상 모든 유형 어린이집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야간연장 어린이집

○ 규   모 : 169개소

○ 운영시간 : 16:00~24:00(평일)  ※ 이용자가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 보육신청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부모)

－ 아동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이 예상 될 시, 서면 신청 가능
※ 장기 예약은 거점어린이집에서 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예약확정 : 당일 야간보육 신청 가능인원수 등을 확인하여 15시까지 확정(어린이집)
※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 일괄 예약 시 거점어린이집에서 일괄 예약 확정하여 예약가능 거점어린이집 목록에 

조기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 인수인계

－ 도보이동이 가능 시(도보 10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하 거점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 지원

－ 차량 이동 필요 시 주간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 지원

－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별표 3)’ 작성(거점어린이집) 및 서명(주간이용어린이집)

○ 프로그램 : 유아 놀이 및 휴식 중심 프로그램

나. 지정 및 지정해제

○ 지정대상 :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제 A등급 이상)

○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제공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지정해제요건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야간보육반을 미운영하거나, 재원아동의 추가 신청 등으로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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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거점형야간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건 검토 및 어린이집 의견 
청취 후 지정취소 검토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원 내용

거점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요건

∙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 포함만 지원)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4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보육료 기준)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프로그램운영비
: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20시간 이상 보육시 지원(보육료 기준)

∙ 보육도우미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야간근무수당, 교통비, 보육료 등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472천원(국･시･구) + 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 + 

20%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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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20. 3월 이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21. 2월까지 외부아동이용

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2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등

･ 외부아동 1명 이상 월 20시간이상(평일 16시 이후 보육실적, 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 수당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 수당

－ 지원조건 : 야간연장 전담교사가 야간근로 시간(22:00~24:00)을 포함하여 근무 시

－ 지원내용 :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원

－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호봉별 월지급액 ÷ 209시간 × 야간근로시간
× 근무일수 × 50%
※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종료시간기준으로 지원

예시) 1호봉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가 22:00~23:00을 포함하여 21일 근무 시 월 96,040원 지원

30호봉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가 22:00~24:00을 포함하여 21일 근무 시 352,470원 지원

○ 보육료

구분 적용시간 시간당 단가 비고

연장보육료 17:00~19:30

영아반(1:5) : 2,000원
유아반(1:15) : 1,000원
0세반(1:3) : 3,000원
장애아 : 3,000원

∙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야간연장
보육료 19:30~24:00

일반아동 : 3,200원
장애아동 : 4,200원

∙ 월 60시간한도
∙ 1시간 단위로 계산
예) 19:30~ 20:30 하원시 1시간 이용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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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8: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보육도우미 외 보조교사(4시간 또는 6시간) 추가 지원 가능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배정 시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

○ 교 통 비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 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하원 차량 이용 시 출장비 미지급

라. 실적등록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목    적 : 거점형 야간보육 실적 확인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

○ 등록기한 : 익월 10일 한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 등록내용 : 아동정보, 이용실적, 야간반교사 추가 인건비 등

○ 보조금 교부

－ 어린이집 실적을 서울시에서 취합하여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자치구에서는 거점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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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역 할

거 점 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 어린이집’신청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 300 거점형 야간보육 매뉴얼 참고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어린이집정보관리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청
- 입력내용
• 1일 신청 가능 아동수 = 야간연장반 정원 - 야간연장반 신청 아동수

예) 야간연장반 2반 운영(정원 10명)하고, 야간연장 이용아동 7명 
→ 1일 신청 가능 아동수 : 3명

• 석식제공정보(석식 금액, 미책정 시 2,000원)
• 운영시간(시작시간 : 16:00, 종료시간 : 22:00 이후 야간보육반 운영종료시간)

※ 야간보육 아동이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 도우미 정보(성명, 생년월일)

 예약현황 확인(상담) 및 확정처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예약대기자 관리> 보육서비스 예약관리 
- 매일 13시 이후 예약 현황 확인 및 15시 까지 예약 확정 처리
• 가정에서 일괄 예약 등록 시, 어린이집에서 일괄 예약 확정 처리 가능
• 확인내용 : 예약 아동 유무, 예약아동의 예약시간 및 특이사항(알레르기 등)
• 예약 불가 시 취소 사유를 입력하고, 가급적 13시전 가정과 통화하여 안내
• 예약 확정 처리 시,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신청자 휴대폰으로 자동 문자 발송
<문자발송 내용> 
2020-00-00일 홍길동 아동의 거점형 이용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OOO어린이집(02-123-1234) 아동을 위하여  보육도우미(홍길순,80.01.23)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 예약 확정 알림 문자로서,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이동 지원에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며 아동의 이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 처음 이용 할 경우, 거점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보호자와 유선 상담 필수
① 주간어린이집과의 이동 방법 논의, 도보이용이 가능한지? 

도보 이용 가능) 거점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활용
※ 유모차 등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 협조 부탁 

차량 이용 필요) 가정에서 주간어린이집에 ‘주간어린이집 차량(어린이집 
차량, 택시 등)으로 아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
* 택시 등 이용 시,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출장비(교통비) 지원 가능

② 이용시간을 숙지하고 있는지?
③ 아동의 특이사항(알레르기 등), 석식이용 등 보육 시 참고 사항 상담
④ 자치구별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하원 시 입소신청서 작성

마.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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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역 할
 거점형 야간보육 서비스 제공
- 주간어린이집에서 도보 이동가능 시(도보 10분 이내) 

: 거점어린이집에 배치된 보육도우미가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이동지원
- 아동의 예약 시간 내 야간보육 서비스 제공(16:00~운영종료 시)
- 사전 석식 신청 시 석식 제공

 이용아동 실적 관리(서울시 보육포털)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예약대기자 관리 > 보육서비스 예약관리 
- 목록의 이용아동을 선택하고 하단의 이용시간, 이동방법, 석식 제공여부 작성

 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
- 보육료(기존 이용아동과 동일)
• 아이행복카드로 가정에서 월 단위 보육료 결제 요청
• 외부아동 이용실적 자치구 보고(수기) 

: 외부아동 보육 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반드시 ‘서울시보육
포털시스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등록 및 자치구 보조금 신청

• 자치구 제출서류 : 거점형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보육교사 인건비 : ‘거점형 야간연장 교사 차액분’항목으로 신청 

유치원 아동 등록 및 보조금 신청

①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이용아동 사전등록
: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보육서비스 > 이용아동 사전등록 > 야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작성
②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아동관리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등록’ 클릭. 보육시간 = 야간연장, 사전등록 아동 
불러오기, 저장

③ (자치구, 행정지원시스템) 아동 승인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 어린이집 검색 > 아동검색 > 아동세부내역 ‘유아

학비 지원여부 = 지원, 유아학비 자격 = 누리 3~5세, 시작월 = 00월(유치원 
아동이 야간보육 이용한 시작월)’ 저장

④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보육료 신청
※ 전월 이용 시 해당월 보육료 수급신청 반환 

: 보조금 > 신청 > 보육료소급신청/반환 탭 > 보육료 정산창 = 유아학비(누리
3~5세), 지원인원 ‘0’ 클릭 > 지원대상 설정, 대상선택. 인원 추가 >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편람(’19년 3분기)
: 77쪽(사전등록), 66쪽(유아학비 야간연장 아동등록), 150쪽(보육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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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역 할

주간이용
어린이집

 인수인계서(별표 3) 작성 및 관리, 아동 인계 시 인수자 서명 날인 요청 

 아동 이동 지원
(도보이용 불가) 학부모의 요청 시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협조

- 차량 이동(택시 등) 등으로 출장비 발생 시, 실비 또는 아동이동 건당 10천원 출장비 
청구 가능(아동 1명 이동시 2명까지 지원 가능)
※ 출장비 청구 : 거점형 야간보육 관련 주간교사 출장비 항목으로 신청

(도보이용 가능) 거점어린이집에서 방문한 보육교직원에게 아동 인계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시 홍보물 배포 협조 등

가  정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야간보육 서비스 신청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공지사항 : 301 (가정) 거점형 야간보육 매뉴얼 참고

• (아동등록) 아동 인적사항(특이사항 포함), 보호자 연락처 등
• (보육예약) 이용아동, 이용일, 이용시간, 특이사항 등

 주간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서비스 이용일정 등 알림 
: 예약 일자, 귀가시간, 귀가방법 등 협의 및 알림
※ 거점어린이집에서 예약 확정 시 보육도우미 인적사항 자동 문자 발송

 거점어린이집으로 도보 이용 불가 시, 주간어린이집의 아동이동 협조 요청
※ 거점어린이집으로 도보 이동 시 유모차 등 탈것 준비 협조

24시간(야간), 휴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공통 이행사항

∙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상에서 맞춤보육 이용예약, 이용승인, 이용완료 
등으로 처리되어야 맞춤보육아동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가 맞춤보육을 신청할 경우 다른 이용자가 예약가능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보육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24시간(야간), 휴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출석부 구비 및 아동의 귀가시 보호자로 부터 
귀가시간 확인(※ 일괄 서명 금지, 당일 확인 원칙)

∙ 보육료 납부 및 보험 적용 등
- 외부 이용아동의 경우도 어린이집 통장계좌로 보육료를 납부토록 함
- 외부 아동이 맞춤보육을 이용할 경우도 자치구별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입소신청서 작성
- 12개월 미만의 외부아동이 시간제 등의 맞춤보육을 이용할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 검진 등 
검사결과 통보서 확인요청 가능

∙ 맞춤보육 기피어린이집 조치
- 지정어린이집에서 맞춤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는 시정명령, 점검 강화, 3회 이상 

발생 시는 맞춤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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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거점형 야간보육 이용 신청서

보
호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아동과의 관계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용
신청
현황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당 횟수            회 이용시간 :    ~     : 

이용기간  .     .      . ~     .     .     .
※ 예상 이용 기간 작성

이용사유

<동의서>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래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호자 준수사항>

연번 내 용
확인
(∨)

1
야간보육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보육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지체없이 
가정에 데려가야 한다.

2
야간보육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실제 이용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야간보육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어린이집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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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거점형 야간보육 아동 인수인계서

▣ 일시 : 20  년  월    일 (   )요일

연번
아동현황 인수인계 보 호 자

시설명 이 름
연령 
반명

 아동상태 
인계자

(일반교사)
인수자 

(거점교사)
시 간 서  명

귀 가
시 간

1

2

3

4

5

6

7

비고
∙ 총 이용 아동 수 :      명
∙ 총 이용 시간 :       시간
∙ 특이사항 :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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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5열린어린이집

가. 목  적

○ 핵가족시대 긴급･일시 보육수요 발생 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나. 이용대상 및 기준

○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 ~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 영유아 1인당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단, 부모의 국･내외 여행, 취미 생활 등을 목적으로 공휴일 및 새벽시간대(00 : 00 ~ 07 : 30)의 보육을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및 새벽시간대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신청, 24시간 연속 이용 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6일 이상 또는 정기적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안내

다. 운영시간

○ 운영원칙 : 365일 24시간 운영(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 이용시간 : 07:30 ~ 익일 07:30(24시간)
※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22:30

○ 상시근무시간 : 월~금 07:30~22:00, 토~일(공휴일) 09:00~19:30
※ 이용시간과 상시근무시간을 이원화하여 야간12시간 보육교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인력 운용 효율화 

도모

○ 입소가능시간 : 07:30~22:00

－ 야간근로보육교사의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심야시간대 입소 제한 원칙
※ 22:00~익일 07:30 시설 출입 제한

라. 반 구 성

○ 보육정원 : 반정원 5명

－ 정원 내 별도 반으로 구성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1:5 준수

－ 0세 아동 또는 장애아동 신청 시 교사 대 아동 비율 1:3 가능



124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마. 이용방법

○ 예약 및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 가능), 전화, 방문

－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회원가입 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유선 접수 가능
※ 새벽보육, 야간12시간보육은 전일 18시까지 유선 및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바. 보 육 료

○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2,000원)

－ 이용금액 결제 : 예약 신청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사전 입금

※ 가정수납 보육료 정산 및 환불
∙ 예약일 1일(24시간)전까지 인터넷 취소시 : 100% 환불
∙ 예약 당일 3시간 전까지 전화 취소시 : 50% 환불
∙ 예약시간 초과 이용시 추가 수납하며 미달 이용시 매 익월 5일 환불

○ 정부지원 보육료(연장보육, 야간연장, 휴일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아동 중 연장보육･야간연장･휴일보육 이용 아동 

－ 정부지원 보육료를 우선 수납하고 가정부담 보육료와 이중 수납 금지

－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①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의 아동 
사전등록 ② ‘365열린보육반’ 반등록 ③ 이용아동의 출결 사항을 자동출결시스템에 
등록 ④ 이후 야간연장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평 일

주간 평 07:30~19:30
토 07:30~15:30 가정부담 3천원

가정부담 3천원
야간 평 19:30~24:00

토 15:30~24:00
정부지원 야간연장보육료

※ 0~2세 기본보육아동 가정부담 3천원
새벽 24:00~07:30 가정부담 3천원

공휴일 전일 07:30~익일 07:3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보육료 수납 기준 >

* 야간연장보육료(정부지원) 미지원 대상 : 가정양육아동, 어린이집 기본보육아동

* 휴일보육료(정부지원) 미지원 대상 : 가정양육아동, 유치원 재원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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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 등록 및 보조금 신청

①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이용아동 사전등록
: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보육서비스 > 이용아동 사전등록 > 야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작성
※ 야간연장보육료 수납을 위하여 이용 전 보호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사전등록 실시(보호자 

핸드폰 인증 필요)
②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아동관리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등록’ 클릭. 보육시간 = 야간연장, 사전등록 아동 불러오기, 저장
③ (유아학비 야간연장아동 등록)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 어린이집 검색 > 아동검색 > 아동세부내역 ‘유아학비 지원여부
= 지원, 유아학비 자격 = 누리 3~5세, 시작월 = 00월(유치원 아동이 야간보육 이용한 시작월)’ 
저장 → 자치구로‘유아학비 지원자격확정자료(통지서)

※ 자치구에서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육통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직접 등록
행정지원시스템 아동관리 > 세부내역에서 ’유아학비 지원내역‘ 체크 

④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보육료 신청
※ 전월 이용 시 해당월 보육료 수급신청 반환 
: 보조금 > 신청 > 보육료소급신청/반환 탭 > 보육료 정산창 = 유아학비(누리3~5세), 지원인원 

‘0’ 클릭 > 지원대상 설정, 대상선택. 인원 추가 >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편람 참조

사. 365열린어린이집 지원

○ 전담교사 인건비

－ 지원조건 : 365열린보육반을 전담하는 보육교사 채용 시 3명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이용아동 실적과 관계없이 월급여(호봉별 인건비 100%), 사용자부담분 4대 
보험, 퇴직적립금
※ 근로계약 시 일요일에 상시적 근무 명시할 경우 휴일수당 미지급 대상임

○ 휴일전담교사 인건비

－ 지원조건 : 보육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공휴일 또는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무한 
보육교사 2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일 70천원 또는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

○ 야간근무수당

－ 지원조건 : 보육아동 1명 이상, 야간･새벽 시간대 (22:00~ 익일06:00)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2인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일 70천원 또는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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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 월500천원 지원
※ 휴일 취사부 인건비 포함

아. 배상보험 가입

－ 단체보험으로 가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보상내역과 동일

－ 사고 발생 시 아동 이용을 확인 할수 있도록 이용대장 등 증빙 철저

자. 월별 운영실적 관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홈페이지’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메뉴통해 익월 5일까지 
전월 실적(엑셀서식) 업로드

－ 입력 내용 : 아동 정보, 이용 정보, 가정수납보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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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과후 어린이집

가. 목  적

○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나. 보육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단, 지역･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4~6학년도 가능

다. 설치 및 운영원칙

○ ʼ07. 1. 1.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은 중단

○ ʼ06. 12. 31. 이전 설치비 지원 및 지정(인가)된 어린이집에만 운영비 시비 지원

○ 변경인가

－ 소재지변경(관할자치구내 가능,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

－ 법인 또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변경시

라. 방과후반 시비운영비 지원 

○ 운영비, 방과후보조교사 인건비, 방과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시비50%, 구비 50%)

－ 운영비 : (정부지원시설) 월550천원, (기타지정시설) 월1,150천원

－ 방과후보조교사 인건비 : 월300천원

－ 방과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월100천원
※ 시설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정원감소 등으로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 감소 후 이를 대체하는 방과후반에 대해 미지원

○ 일반 방과후반의 경우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에 대해 지원하고 증반시 미지원

－ 단, 자치구 예산배정량 범위 내에서 장애아방과후반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적
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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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과후어린이집 교직원

① 원장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복지관, 종교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 설치한 부설 방과후 전담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
법령에서 정한 원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함
※ 단, 1개 반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자격을 갖추었다면 교사 겸직가능

② 담임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함

(부득이 미이수 교사 채용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채용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미이행 시 지원중단)

③ 방과후 보조교사

－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아) 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체육･음악 등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경력자

－ 보육교사

바.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6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방과후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 운영가능

사. 설치비 반납

○ 기존 설치비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아 방과후 어린이집을 폐지시 어린이집 
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함

－ 설치비는 설치일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을 고려하여 1년에 20%씩(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방과후 어린이집 인가와 지정에 대한 용어정의

∙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 방과후 교실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구청장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 : 어린이집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어린이집 지정 신청에 의한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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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가. 목  적

○ 다문화 아동들과 일반 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지정･운영

나.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다. 지정기준

○ 다문화 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제반 운영
상태, 자치구별 지정 현황,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시 다문화 아동의 범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 북한 이탈주민 자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라. 지원내용

○ 부담비율 : 시비 50% , 구비 50% 

○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비 : 신규지정 시 초기 1회 150만원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30만원(다문화 보육 아동 현원 5명 
이상)
※ 다문화 보육 아동 현원 5명 미만일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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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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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지원Ⅵ

1. 어린이집 지도･점검

가.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42조(지도와 명령, 검사)

－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제41조).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4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1항).

－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어린이집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제5항).

나. 기본방향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형 점검 실시

다. 추진계획

○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정기점검(자치구)

－ 적발위주가 아닌 컨설팅형 점검 실시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실시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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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점검 최소화 추진

－ 어린이집 방문 횟수 최소화

－ ’21년 정부평가제 및 서울형 인증 대상 어린이집 제외(인증 탈락 및 미신청 시 우선 
점검대상 편입)

－ 시･구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 전에 필요시 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구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지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 등 어린이집 우선 점검 및 조치

－ 아동학대 신고, 언론보도, 집단 민원, 중대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등 중대 민원 신고 어린이집 우선 점검

－ 문제 의심 어린이집 우선 점검 및 조치로 2차 피해 방지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 실시

○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별도 계획 수립 시행(상, 하반기 연2회)

○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및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 재무･회계분야 항목별 점검 및 점검 시간 연장

－ 2020년 점검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연 2회)

－ 어린이집 원장 대상 어린이집 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수시)

라. 중점 점검사항

① 회계운영 적정 여부

－ 회계처리 적정, 모든 수입 운영통장 수납 여부, 보육료 구간 결제 준수 여부,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차입금 운용 적정 여부, 기타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등 확인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적정 운영 여부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15명 구성, 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
의 개최 여부 등 확인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 따라 비치해야 할 장부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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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 정보(7개 항목 18개 범위) 공시 여부

⑤ 급･간식 규정 준수 여부(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1일 1인당 1,900원 이상 범위에서 시･군･구가 설정하는 금액 이상 지출 
여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8 참조)

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여부(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

⑦ 특별활동 적정 운영 여부

－ 계약서에 의한 동의서 작성 여부, 동의서 비치, 오전 운영 등 확인

⑧ CCTV 적정 운영 여부

－ 영상자료 60~90일 보관 여부,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준수 여부

－ 직종,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근무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보고 여부 확인

⑩ 보육교직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여부

－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부 확인

⑪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최초 임용 보육교직원 및 임용 보육교직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⑫ 차량기사 운전면허 소지 여부

－ 차량기사 근로계약서 및 차량 등･하원일지를 통한 면허소지 여부확인
※ 어린이집 원장이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정기적으로 확인

마.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처분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음

－ 회계장부 미비치 시 시정완료시까지 보조금 지원 유보 가능

○ 운영기준 및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발생 등 부실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조치 외에 모범어린이집 선정, 시비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익제보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위반 등 신고
※ 보건복지부 예산범위 내(최대 5천만원)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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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법 제49조의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위반사실 공표

∙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7
∙ 공표대상 :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① 폐쇄･운영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으로서
-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공표내용 : 어린이집명, 원장･대표자명, 위반행위, 위반이력, 처분내용 등
∙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시 3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시 정지기간의 2배
∙ 공표절차 : 서면통지(20일 이내 소명) ⇒ 의견제출 ⇒ 확인 및 공표
∙ 공표방법 : 처분청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 등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바.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정제재

1) 3대 분야 위반

○ 안심보육 3대 분야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위반

○ 행정제재 내용

① 3대 분야 위반으로 1개월이상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운영정지 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 행정제재 : 서울시 지원보조금 지원 중단

－ 제재기간 : 운영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미지원 서울시 보조금 내역

대 상 보조금 유형 중단 대상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0~2세반 운영비 전체

교직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원장 및 위반행위 해당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5년간 지원 중단



137

Ⅵ.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지원

②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제재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중단(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적용)

－ 제재기간 : 2년

③ 3대 분야 위반 공통 제재 사항

－ 선처없는 행정처분 실시 
: 자치구에 행정처분 시 감경규정 미적용 및 재적발시 최고수위 처분 권고
※ (기존)위반동기, 내용, 횟수 등 고려하여 운영정기 기간 1/2 감경 가능

(개선) 감경기준 미적용 및 특별관리, 동일사례 재 적발 시 최고수위 처분

－ 행정처분(제재)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자진폐원 승인 금지

2) 3대 분야 위반(강화)

○ 분야별 (강화)행정제재 기준 : 3대 분야 위반 중 아래 기준에 해당시 강화 제재

① 아동학대 : 판결 등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확정된 경우

② 회계부정 : 1회 위반 3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적금액 200만원 이상

③ 부실급식 : 

－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최근 3년간 2회 위반 시)

－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최근 3년간 2회 위반 시)

－ 타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최근 3년간 3회 위반 시)
※ 부실급식 관련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 누적시, 중요사항 위반은 경미한 위반 누적에 합산

○ 강화 행정제재 내용

① 국공립어린이집 퇴출 및 재취업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해지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영구 취업 불가 
: 아동학대로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 기존 : 시설 패쇄명령 후 5년 경과 또는 벌금형 확정 2년후 재취업 가능

②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배제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신규 공인대상 제외
※ 기존 : 아동학대 영구배제, 그 외의 행정처분시 2~5년 신규공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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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청장은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어린이집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포함)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치구청장은 매년 지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계획, 결과, 행정처분 전체 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지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 제출

∙ 지도･점검 실시 계획 :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당해연도 1월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해 2월까지

○ 자치구청장은 지도･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 자치구청장은 지도･점검 후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거치되(영유아보육법 제49조), 청문 완료 후 14일 이내에 처분을 실시
하여야 함
※ 어린이집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제3항,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2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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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절  차 내         용

① 어린이집 도착
∙ 어린이집이나 아동에게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장 단정 및 신발 

흙 정리 등

⇩

② 공무원증 제시
∙ 점검자 소개 : 000기관에서 지도점검 차 방문 설명
∙ 점검자 증표 제시: 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증 등

⇩
③ 지도점검 장소 제공 

요청
∙ 아동보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제공 요청

⇩

④ 원장 면담 및 점검취지 
안내

∙ 점검취지 안내 : 언론보도, 민원 등 사유
※ 단, 민원 사유일 경우 민원인 신분보호를 위해 취지 설명 최소화

∙ 점검 시작 전 점검을 받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청취

⇩
⑤ 점검 관련 서류 요구 ∙ 서류목록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되도록 한 번에 요구

⇩

⑥ 어린이집 점검
∙ 어린이집점검 시 교직원 협조 및 안내에 따라 점검
∙ 2~3일간 기간 점검 필요시 사전안내
∙ 확인서 작성, 관련규정, 향후절차 등 안내

⇩
⑦ 점검완료 ∙ 점검 협조에 대한 인사후 점검에 따른 불편한 점 등 의견 청취

⇩

⑧ 행정조치
∙ 행정조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 및 관련기관 보고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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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1.

운
영
일
반

∙ 어린이집 게시 및 안내 적정
- 인가증, 보육료 지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운영시간 등

∙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 여부(학부모 관심사항 필히 점검)
- 대기자 명부와 입소아동 순위 확인
- 입소 우선순위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

∙ 아동 허위등록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 일치여부 확인
- 반별 보육여부 확인 등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15명 이내, 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이상)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주 6일, 월~금요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

∙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⑦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⑪ 통합안전점검표 ⑫ 영상정보 열람대장  ⑬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①, ③, ④, ⑤, ⑥, ⑧, ⑨, ⑪ 및 ⑫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
입
지
출

∙ 비용 지출 적정 여부
-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수입･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여부(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계좌로 입금 여부 확인
- 지출 항목이 재무회계규칙에 적정한지 확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 지급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표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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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미지원어린이집 : 최저임금이상 보수지급 준수
- 보육교직원 아닌 대표자 등에게 임금지급 여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시 계좌입금 급여명세서 서명 및 발급
- 보수를 보육교직원의 가족 등 타인 명의계좌로 이체하는지 여부

∙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 보육료 수입의 적정비율(서울형 10%, 일반형 15%) 이내 지출 여부
- 지출 증빙자료 비치 및 적정 여부

∙ 급식비 적정 지출여부
-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1일 1인당 1,900원 

이상 범위에서 시･군･구가 설정하는 금액 이상 지출 여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8 참조)
･ 주말 또는 휴일에 식단과 관계없는 내역 구매가 있을 경우 ‘급식비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서를 제출 받음

3.

교
직
원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여부(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등)
- 40인 이상 조리원 배치 여부
- 50인 이상 조리사,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 100인 이상 영양사, 간호사 배치 여부
- 자격증 확인 :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자격증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교사와 실제 보육업무 종사 보육교직원 일치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여부(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교직원 허위등록 여부)
- 1개 보육실에 2반 이상을 보육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한 교사와 일치 여부
- 원장 자격없는 대표자가 원장 역할 여부
- 대표자를 보육교사나 조리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 원장 역할을 하는지 여부

∙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 전임
- 원장 상근 및 다른 어린이집 업무겸직 여부
- 보육교사 전임여부(보육외 운전, 조리 등 기타업무에 겸임 여부)

∙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준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 임면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퇴직금 지급 및 적정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적정 운영 여부, 퇴직금관리대장(퇴직금지급액 증빙서류 포함)
- 퇴직금은 중도 인출 시 또는 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 원장은 고용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대상

∙ 보육교직원 임면 구비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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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매년)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 보수교육
-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여부
- 보육교직원 결원 시 1월이내 채용여부, 복무 관리 대장 관리 및 적정성 여부
- 보육교직원 휴가, 병가, 외출 서류, 대체교사 등 채용 및 임면보고 여부

4.

보

육

료

등

∙ 수납한도액 수납여부
- 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종류별 적정수납 등
- 보육료 외 잡부금품 수납 여부 : 교재교구비 등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여부
- 초과수납, 명목외 수납, 수익자부담금 규정 준수 여부

∙ 보육료 수납 적정
- 출석일수 11일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
- 구간결제 적정여부

∙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특별활동규정 등 준수여부
- 특별활동 동의서 법정양식 사용(별지 제17호의 3 서식)
- 특별활동비 지출액, 계약서 등 확인
- 특별활동업체 및 강사에게 지출된 금액과 부모에게 수납한 금액 확인
-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어린이집 계좌 수납 여부 및 아동개인별 반기 정산 여부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시 여부
- 특별활동 오전시간대 실시 여부
- 외부강사 없는 특별활동의 비용 수납 여부
- 강사 출강부, 학부모 동의서 등 비치

∙ 불가피하여 보육료를 현금 수납할 경우 원칙준수 여부(수납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통장에 
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

5.

급식

위생

안전

∙ 급식 관리
- 영양사,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식단에 의거 급식 

제공 및 식단표 준수 여부(식단과 관련∨없는 식재료 주말 구입 등 여부)
- 직접 조리 제공 여부(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동일 건물 조리실 

사용 가능)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학부모에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친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 정기적 세척･살균 및 소독 등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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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어류･육류･채소류 취급하는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급식비는 월단위 정산이 원칙이나 이월되어 정산되는 경우는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

(아동 1인당 최소 1,900원 이상(유아 등은 2,500원 이상) 지출하여야 함)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보관. 

단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 공개 여부

∙ 안전 관리
- 안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정기적인 어린이집 안전 점검(화재, 상해 위험 요인 제거)
- 어린이집 놀이 시설물 점검∨여부(볼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 부식 여부)
- 소방계획 작성 및 실제 소방훈련 실시 여부(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 여부)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간 비상연락체계 확보 여부
- 응급처치 동의서 구비 여부
- 비상대피로 확인, 도면 게시 여부 등
- 석면안전관리 여부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여부

∙ 위생관리
- 조리실, 식품 보관실, 화장실, 침구 등 정기적인 소독 여부
- 동물을 기르는 경우 사전 부모 통보, 정기적인 면역조치(수의사) 여부
-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실시 여부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6시간 평균)

∙ 차량안전관리
- 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후 차량 비치 여부(9인승 이상)
- 통학차량의 지입차량 여부 및 지입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임면 보고 여부
- 운전기사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구비 여부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구비 및 차량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동승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안전인증 제품) 착용 여부
- 등･퇴원 일지 작성 여부
- 차량 운행 전후 반드시 운전기사가 하차하여 아동 승하차 여부 확인토록 지도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미이수 시 교육받도록 권고)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안전교육 및 정기안전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1년 1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 매 분기 지자체장에게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기존 차량은 22. 12. 31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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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등･하원시 안전

-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매년) 여부
-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 인계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확인
- 영유아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차량운행 시) 가입여부 확인

∙ 아동 위험 시설 및 교구 등
-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교구나 어린이집 놀이 시설물 여부

6. 

기

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아동학대(부모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 아동학대 징후 여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냉난방 운영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여부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사항 중 법령(지침) 이외 사항은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 : 업무추진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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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가.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112

○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신고 후 처리절차

○ 경찰서나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

○ 아동의 보호, 치료 후 가능한 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

○ 부득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 가정위탁, 어린이집보호 추진

다.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연번 기 관 명 관할구역 주   소(홈페이지) 연락처

1 서울특별시아동
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2040-4242

2 서울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중랑구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2247-1391

3 서울동남권아동
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송파구 송이로32길 6 태광빌딩 5층 474-1391

4 서울강서아동
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구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3665-5183~5

5 서울은평아동
보호전문기관 은평, 종로구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3157-1391

6 서울영등포아동
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구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842-0094

7 서울성북아동
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강북구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923-5440

8 서울마포아동
보호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구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422-1391

9 노원구아동
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97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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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가.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나. 사업개요

○ 운영인원 : 190명(자치구별 10명 이내,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보육 및 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 대상 어린이집 : 2,922개소

○ 운영기간 : 2021. 3월 ~ 12월

○ 운영주체 : 자치구청장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다. 활동방법

○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 협의 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공무원 동행 시 사전협의 생략 가능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방법 및 분야 등은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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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08. 1월부터 사용)

가. 사업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나. 추진방향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확대 보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비를 승인(등록)된 결제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하고, 내역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에 등재 관리

클린카드

∙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로 
지정은행(KB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지정은행(KB국민, 신한)에서 클린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발급 
후 1주일 소요)
※ 시스템등록 문의  ☏ 478-8309(헬프데스크)

※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 사용

○ 운영체계

은행, 카드사

서울시, 자치구

어 린 이 집
관리시스템어린이집

카드 가맹점
카 드 사 매출전표

시스템 개선(시)

사용내역 전송

모니터링(시･구)
자료입력

프로그램 제공
장부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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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시스템 기능 개선, 모니터링, 사용어린이집 확대, 시스템 운영 총괄

－ 자 치 구 : 모니터링, 사용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 클린카드 사용, 시스템 이용

－ 은행(카드사) : 운영 사업비 부담, 어린이집의 카드사용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사용자 교육 대행

○ 자치구 기관관리자의 관리

－ 신규 사용자는 시스템 등록, 사용 종료자는 시스템 등록 말소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무 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용기한 비 고

신규, 
사용종료

<제 출 양 식>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혜택

○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연 1회)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반영

○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 매년 연중 시스템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 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앤온정보시스템 교육장
- 방법 : 관리시스템 운영업체(온앤온정보시스템) 위탁

마.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업로드를 활용한 회계 처리 등록 및 아이사랑 회계보고

○ 예결산관리의 예산보고서/결산보고서 작성 기능

○ 원장의 계정과목 처리에 따른 각종 회계문서 자동 생성(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

○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등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문서양식 다운로드(1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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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명단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청구/수납, 정산 
관리

○ 교직원명단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봉급 및 퇴직금 등 관리

○ 효율적인 물품관리(매입, 처분, 재고) 및 대장 관리

○ 커뮤니티란을 통한 공지 사항 정보 공유 및 헬프데스크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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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Ⅶ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 지원 총괄

○ 지역 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맞춤형 지원 활성화

○ 기타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

나.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 주요 기능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포괄적인 육아지원

○ 서울시 보육사업의 효과적인 전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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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및 사업

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 총괄 수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실적관리 지원

보육 지원 양육 지원 기획･총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 지원 포함)

∙ 어린이집 컨설팅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 국공립전환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보육교직원 교육
- 2019개정 누리 교사연수 등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등
∙ 보육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상담

∙ 우리동네 보육반장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키즈뱅크
∙ 아이조아 아빠교실 

운영
∙ 온라인 지원 등
∙ 육아정보 제공
∙ 부모상담
∙ 공통부모교육 총괄
∙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
∙ 시간제보육 관리
∙ 긴급보육서비스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안내
- 정기 센터장 간담회
- 공통사업 담당직원 간담회
- 직원역량강화교육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

관리
∙ 생태친화보육 운영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

센터직원 워크숍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성과

보고회
∙ 전자책도서관 운영
∙ SNS운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 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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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중점
사업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 재능기부 활용,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 어린이집 현장활동보조인력 지원
∙ 생태친화보육 운영

∙ 우리동네 보육반장
∙ 보육반상회 등
∙ 아이조아 놀이교실

공통 사업

∙ 보육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교육
∙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 대여
∙ 급식재료 공동구매 등

∙ 육아정보 제공･상담
∙ 장난감･도서대여, 놀이교실 운영
∙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지원
∙ 시간제 보육 등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보육 지원 사업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아동인권 상담전화(☎1644-9060)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상 : 상담전문요원 역량교육, 상담
슈퍼비전

･ 인권교육 총괄 : 교육과정 개정 및 개발, 강사 양성 및 재교육

･ 보육교직원 대상 훈육주제집단상담 총괄 :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대상 개별･집단 상담(행동요령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인권교육

･ 상담사례 관리,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안내 등 초기대응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지원

－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수능력 향상 및 보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컨설팅

－ 대상 : 서울시 내 참여 신청한 어린이집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 총괄관리, 자료개발, 컨설턴트 선발･관리, 방문컨설팅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모집 및 선정, 원장교육, 어린이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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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질 관리 컨설팅(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 영아보육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원장교육과 어린이집 방문컨설팅 
지원

－ 대상 : 가정 전환 및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내용 : 방문컨설팅, 원장교육 제공

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대상 : 민간 전환 및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내용 : 주제심화교육, 원장 및 교사소그룹컨설팅, 방문컨설팅 제공 

○ 2019 개정 누리 교사 연수 진행(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3-5세 누리반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집합교육 진행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관리(예산, 실적), 자료개발, 교육, 홍보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채용, 파견, 인건비지급 등(상세사항 49p 참고)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통보

▶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사전확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관리(예산, 실적), 자료개발, 교육, 홍보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조리원 채용, 파견, 인건비지급 등(상세사항 50p 참고)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

대체조리원 
근태 

확인･통보

▶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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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재능기부자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재능기부자 총괄관리(인력풀 구성, 교육 등)
※ 재능기부 접수(이메일):seoul-kids@hanmail.net(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파견 및 관리(자치구 센터), 교육참여 안내
※ 재능기부자 의무교육 참여 시 교통비 및 식비지원

○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활용
※ 자치구별 최소 1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 관내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 업무협약(MOU) 추진

○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발달모니터링, 통합교사 지원,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 관리(실적관리),  자료개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교육 및 자문,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발달모니터링, 장애영유아 가족, 담당 교사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 보육정보 제공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교사역량 강화 지원

－ 보육교직원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성교육 등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내 어린이집 안전상태 체크 및 DB화, 시설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활동보조인력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성교육 등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현장활동 보조인력 관리, 관내 어린이집 신청 파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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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친화 보육 운영지원

－ 어린이집에서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 관리, 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시범구) :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디딤돌공동체 운영, 
원장세미나 운영 등

2) 가정 양육 지원 사업

○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성 및 전문교육 등 운영 및 실적 총괄관리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반장 관리, 사업지원,  보육반상회 활성화 지원

○ 시간제보육 관리

－ 시간제보육 상담 및 지원(제공기관 운영지원, 모니터링 등)

－ 시간제보육 사업 홍보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키즈뱅크(장난감 기부･교환, 장난감병원 운영) 등

○ 아이조아 아빠교실 운영

－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빠교실(대집단 교육) /소그룹워크숍 진행, 사업 운영 및 
실적 총괄관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내 놀이교실(참여형 교육) 계획 및 진행

○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어린이집 교육, 상시지원 관리(자문 등)

○ 공통 부모교육

－ 대상 :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센터 대상 권역별 회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내 부모대상 교육 진행

○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사업(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대상 개별 및 집단 양육상담 운영

○ 긴급보육서비스 지원 : 사업이용 방법 및 수행기관 안내

○ 양육상담(온, 오프라인) : 양육상담, 홈페이지상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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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보 제공

－ 보육정보(지), 보육 프로그램, 식단표 등 영양･건강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3) 기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정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간담회 진행

－ 공통사업 담당직원 간담회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 관리

－ 직원역량강화 교육

○ 서울시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워크숍

○ 서울시 보육사업 관련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진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및 실적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성과 보고회

○ 전자책도서관 및 SNS 운영

3. 센터별 현황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현 황

○ 위탁운영체 : 숙명여자대학교

○ 운영개시 : 2000. 3. 23.

○ 위치 : (’21. 1월)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21. 2월~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나. 이용안내

○ 이용정보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ul-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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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http://facebook.com/sccic

－ 트위터 http://twitter.com/sccic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eoulcenter/

－ 카카오플러스 https://pf.kakao.com/_vxmwxixl

－ 전화번호 02-772-9814~9
(시간제보육) 02-772-9894~6 

○ 상 담 실

－ 온라인 상담 : 24시간(부모상담, 어린이집상담으로 구분)

－ 전화 및 방문 상담 : 평일(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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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센터명 소재지 설립일 위탁체 센터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2009.11.23 ek보육경영연구소 류외희 737-0890

jnccic@hanmail.net

2 중구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1층 2011.12.01 중구 김주영 2263-2626

jccic@daum.net

3 용산구 용산구 백범로 329번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층 2012.01.16 (학교법인)

숙명학원 최경선 749-9673~4
ysccic@ysccic.or.kr

4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16길 
10-53 2005.12.22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경옥 499-5675~6
sd-ccic@hanmail.net

5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2009.12.29 (사단법인)

나눔복지 조성희 467-1827~9
gjscc@hanmail.net

6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62 2009.11.17 (학교법인)
경희학원 김희정 02-2237-5800

ddmccic2009@daum.net 

7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 67길 10, 
6층 2010.12.01 서일대학교 유기정 495-0030~1

jnccic12@hanmail.net

8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2009.07.01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백정현 918-8080

i-joa09@hanmail.net

9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2012.06.13 (학교법인)
한양학원 장경희 994-7480~1

gwcic@hanmail.net

10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도봉구 해등로 26길 
20-1 (3~8월)

2006.03.29 덕성여자대학교 이정란 3494-3341~2
doccic@hanmail.net 

11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2008.09.04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아 930-1944

nwscc@daum.net

12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2010.07.22 은평구 임수정 351-8932~8941

ep-scc@hanmail.net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1 2011.03.01 (사단법인) 

행복교육연구소 채은화 3217-9550
sdmccic@hanmail.net

14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2010.02.22 (학교법인)
이화여자대학교 박희경 308-0202

mpcic@hanmail.net

15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8층 2011.03.02 케이씨대학교 서순조 2646-7790~1
bestccic@hanmail.net

16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50 2009.12.29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조현정 2064-2730~2
gseducare@hanmail.net

17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2010.09.01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허미란 859-5678
9roccic@hanmail.net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25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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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센터명 소재지 설립일 위탁체 센터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8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2007.09.01 사단법인 에듀케어 윤서연

894-2264~5
happycare2265@daum.n

et

19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2009.02.25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박복매 833-6022
ydpccic@hanmail.net

20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5층 2006.12.27 동작복지재단 이현숙 823-4567

dccic@hanmail.net

21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1999.08.02 (학교법인)
일송학원 제혜자 851-2834~5

kaeducare1@hanmail.net

22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2008.04.11 (학교법인)

이화여대학교 김영신 598-9340
scyoungua@hanmail.net

23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7 2006.09.0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박주영 546-1735~7

gncare@hanmail.net

24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235 4층 2010.09.30 (사)월드유스비전 장동순 449-0505
spkids50@daum.net

25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16 2007.05.02 강동구 양영아 486-3516
gdkids@gang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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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감독 및 복무관리(센터공통)

가. 지도･감독
○ 시장･ 구청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름

○ 또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은 시장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 
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 매년 초에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출

○ 시장･구청장은 함께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전반을 합동점검(격년)

나. 직원 복무관리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근무상황부 기준(이동시간 포함)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발표･토론･심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에 타 자치구 센터에서 유급강의는 불가

－ 근무시간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부강의는 강의료 지급 불가

･ 자체주관교육, 안전공제회 등 위탁교육 여부를 불문하며, 온라인 강의도 포함

－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수수한 강사료는 환수 원칙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이 경우 증빙
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 근무시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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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Ⅷ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가. 설치목적

○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각 가정에 대여함으로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정보, 교육, 상담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을 지원함

나. 설치개요

○ 위    치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내

○ 면    적 : 85.1㎡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여품목 : 장난감 4,247여점, 도서 2,870여점

○ 운영개시 : 2001. 12. 14.

다.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시민, 서울시 소재 근무 직장인 자녀,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만 
72개월 이하이거나 장애아동으로 만 12세까지인 경우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여 이용
(연회원 가입 후 이용)

○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점심시간

이
용
일

평  일 10:00~19:30
13:00~14:00

(가입･대여･반납 제한됨)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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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6회), 장난감 3점･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이용방법

－ 녹색장난감도서관회원카드 지참 후 대여, 반납

－ 온라인 예약 가능

○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 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http://seoultoy.or.kr) 온라인 회원가입 (부모인증 가입)


∙ 장난감 도서관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완료 (아이이름으로 변경 가입승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확인 및 연회비(1만원) 납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아가족,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가정, 다문화가정 연회비 
면제)


∙ 장난감 대여 가능

- 회원 1인당 준회원4점(장난감 2점･도서 2점), 정회원6점(장난감 3점･도서 3권)
(아동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장난감 선정)

※ 장난감 1점은 도서 3권으로 전환 대여 가능


∙ 장난감 반납(장난감 세척하여 반납 : 준회원 10일, 정회원 14일)

(대여시마다 1회 7일 연장가능)

라. 주요사업

○ 장난감 대여 :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선택 및 놀이방법 안내, 부모의 경제적 비용 감소

○ 도서 대여 :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헝겊책, 그림책 등 도서대여

○ 부모 상담 :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을 통한 부모역할 지원

○ 키즈뱅크 : 장난감, 육아용품을 기증받아 기부포인트로 제공하고, 기부받은 장난감은 
정비 후 시민에게 대여하고, 망가진 장난감은 수리해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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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기부･교환

∙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장난감 기부
∙ 기부된 장난감에 대한 포인트 제공
∙ 장난감도서관 일반대여품 전환 및 다양한 기관 및 업체에 기증 

장난감 병원
(장난감 수리 센터)

∙ 가정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장난감도서관 방문 접수
∙ 장난감 상태 진단 후 수리

2.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

가.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개요

○ 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대상, 그 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 운영방식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교사 지정･운영

○ 역할 : 아동학대예방 상담, 학대징후 발견 및 조치 연계,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자체
교육 및 지역별 소그룹교육 활동에 참여

－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매개체역할 수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의 권리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규정･지침서･사례･긍정적 상호작용 방법 등 교육 
및 활동에 참석하고 그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및 안내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2017년)’ 활용 및 교육에 참여, 어린이집 내 자율
장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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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 및 운영방식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아동 
인권 선임교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 수행

○ 지역별 선임교사 소그룹교육 활동 및 상담

－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예방 상담 실시

－ 선임교사는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여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 및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내 인권 존중 태도 공유

○ 선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정보 보호 등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에게 매월 선임교사수당(10만원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수당 지급하는 것을 권고

－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등에 따라, 
선임교사의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에 유의

－ 선임교사는 영유아･부모･보육교사 및 신고인과의 상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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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상상나라 운영

가. 설치목적

○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나. 설치개요

○ 위    치 : 어린이대공원 내(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이용)

○ 면    적 : 19,692.5㎡

○ 운영기관 : ㈜뮤지엄경영연구소
※ 개관일 : 2013. 5. 2

○ 전시영역 : 10개 영역(감성놀이, 자연놀이, 예술놀이, 공간놀이, 신체놀이, 상상놀이, 
아기놀이터, 문화놀이, 과학놀이 및 기획전시실)

－ 아기놀이터(2층) : 36개월 미만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전시공간 운영

○ 교육활동 : 심화(기간별)프로그램 6종, 일일(주말, 방학)프로그램 8~10종 운영
※ 공연장 별도 운영

다.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시민(전체 연령 이용)

○ 이용시간 : 화~일요일 10시~6시(입장마감 5시)

－ 휴관일 :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월요일, 보수기간

○ 입장요금 : 개인 4천원, 단체 3천원 (만 3세 미만 무료)

－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다둥이행복카드(3자녀 이상)발급 가족, 65세 이상 등 무료(관련 서류 지참시 적용)

○ 회원운영

－ 혜   택 : 서울상상나라 연간 무료이용, 소식지 정기제공, 공연할인 등

－ 회비기준 : 2인 가족(3만원), 3인 가족(4만원), 4인 가족(5만원)
※ 1인 추가시마다 1만원 추가

※ 회원 탈퇴 시 환불금액은 연회비에서 실제 이용금액(입장요금×이용횟수)을 차감한 금액임

○ 이용방법

－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입장권 현장구매(프로그램 참가비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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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 홈페이지 운영 : http://www.seoulchildrensmuseum.org

－ 서울상상나라 온라인 정보제공, 회원가입, 사전예약 등 이용안내

○ 체험전시관 운영 : 10개 영역

구분 전시영역 핵심놀이 내   용

지상
3층

문화놀이 우리동네 집짓기 집짓기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 발달

과학놀이 물점프와 
소용돌이 물의 힘과 흐름을 통한 과학적 원리 탐구

지상
2층

신체놀이 도전! 로켓 발사 우주탐험 경주를 통해 신체발달과 올림픽정신을 경험

상상놀이 우주선 여행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주여행 체험

아기놀이터 꿈꾸는 화분 커다란 화분 속에서 언어 및 대･소근육 신체활동 체험

지상
1층

기획전시
<띠리띠리 

컴퓨터세상>
생활 속 컴퓨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작동원리 
바탕의 창의적 놀이체험･전시

자연놀이 별별 동물 퍼즐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전시

예술놀이 이상한 예술골목
예술골목에서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의 
매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경험하는 놀이 체험 전시

공간놀이 꿈툴 벽화
나의 세상, 빛과 그림자를 탐색하여 꼬마 예술가가 되어 
개성있는 벽화도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체험

지하
1층 감성놀이 나의 소리를 

찾아요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소리를 다양한 관점으로 만나고, 
색다른 방식의 체험활동 및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전시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종류

구 분 내   용 비 고
심화

프로그램
영유아놀이학교, 영유아요리학교, 어린이요리학교, 

열린연극학교, 지혜자람학교, 상상예술학교 6종

일일
프로그램

오감요리, 가족요리, 표현놀이, 감성예술, 창의과학,
전시체험학습, 영아신체놀이, 초등탐험대, 문화의 날 등 8~10종

－ 교육장소 : 4곳(창의놀이실, 표현놀이실, 요리놀이실, 영유아놀이실) 및 아기놀이터, 
체험관

－ 수강료 :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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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운영

－ 공연장 규모 : 일반 220석, 장애인 휠체어 좌석 4석

－ 이용시간 : 화~금요일 11시, 15시 / 토요일 12시, 14시, 16시 / 일요일 14시, 16시
※ 공연별 내용 홈페이지 공지

－ 관람료 : 1만 3천원(단체 및 서울상상나라 입장권 소지자 할인 적용)

마. 기타 이용시설

○ 단체 식당 : 3층, 단체관람객(320명) 지참한 도시락 이용
(음식 판매 및 취사 불가능, 운영시간 10시~16시)

○ 행복플러스카페 : 1층, 음료･간식 판매

○ 수유휴게실 : 2층･3층, 이유식 및 수유를 위한 좌석 및 전자레인지 비치

○ 생각놀이터 : 2층, 독서 및 조작활동 공간 제공

○ 가족 쉼터 : 3층, 가족휴식 공간 제공

○ 의  무  실 : 2층, 양호교사 1인 근무

○ 물품보관소 : 1층 로비, 물품보관함 200개 및 유모차 20여개 보관 등

4. 알림장 간소화

가. 목  적

○ 보육현장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보육서류 중 알림장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나. 간소화 알림장 내용

○ 영아의 체온, 식사량, 배변횟수, 수면시간, 투약의뢰･ 보고 등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되, 특이사항은 최소한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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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비 부담비율】

가. 국고보조사업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 보육돌봄, 어린이집 지원, 보수교육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비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 조정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재원 분담비율(%)

국 비 시 비 구 비
A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10 27 63

B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84 20 40 40

C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30 49 21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 내역】

※ 사회보장비 지수 : 사회보장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세출예산 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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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비보조사업

연번 사   업   내   용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시 비 구 비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2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50 50

3 민간 보육료 차액지원(만3~5세) 70 30 2019년.1
~

4 시비대체교사(파견) 인건비 100

5 대체조리원 인건비 100

6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50 50

7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8 장애아어린이집 장애아 교재교구비 50 50

9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냉난방비 50 50

10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20%, 야간근무수당, 출장비)

50 50 2015.7~

1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50 50

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 50

13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50 50

14
야간보육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50 50

15 긴급보육어린이집 운영(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50 50 2016.10~

16 영아반 운영비 50 50

17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50 50

18 보육교사 및 보수교육 중식비 50 50

1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0 50

20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50 50

21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

22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100 -
일부 

어린이집
부담

23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법정저소득층) 100 -

24 365열린 어린이집 지원 50 50

25 종교시설 어린이집 운영 지원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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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9호, 2019. 3.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02-2133-5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5.5.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2009.11. 11, 2012.5.22, 2019.3.28>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
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5.9.30>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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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3.28.]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개정2005.9.30>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9.30., 2008.11. 
13, 2015.10.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5. 
9.30, 2008.11.13, 2012.5.22, 2013.8.1>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삭제 <2005.9.30>
7. 삭제 <2005.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1.1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2019.3.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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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5.9.30, 2008.11.13, 2015.5.14>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9.30., 
2009. 11.11>

제6조의2(위촉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7.16,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01.7.16, 2009.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01.7.16>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1.7.16>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9.11.11>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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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개정 2008.11.13, 2014.3.20>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9.11.11, 2014.3.20>
②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
(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제11조(설치기준)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4.3.20>
②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아동복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5.10.8>

제12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3, 2012.5.22>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183

Ⅸ. 부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4.3.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하며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1. 
13, 2014.3.20, 2015.5.14>
⑤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 13>
⑥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13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1.13>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등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1.13, 2012.5.22>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⑤ 위원장은 센터등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11.13>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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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3>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제4장 방과 후 보육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개수･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5.5.14>

제16조(어린이집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 <신설 2015.10.8.,2018.10.4.>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8>]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0.8.>]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①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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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8.10.4]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8.10.4]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10.8.>]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신설 2018.10.4>

제21조(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본조신설 2015.10.8]
[제목개정 2019.3.28]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10.8>]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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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용 <개정 2015.10.8.,2018.10.4.>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4.3.20, 2015.5.14, 2015.10.8, 
2019.3.28>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10.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③ 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2009.11.11>

[제18조에서 이동 <2015.10.8>]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2.5.22, 2015.5.14>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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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개정 2015.10.8.,2018.10.4.>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5.22, 2015.7.30>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3.28>

[제20조에서 이동 <2015.10.8>]
제25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2.5.22, 2015.10.8>

[제21조에서 이동 <2015.10.8>]

부칙 <제7049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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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17호, 2019. 7. 1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02-2133-5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9.5.16.>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여성가족정책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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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1.2.>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2.>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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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②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1.2.>
④ 시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제1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
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개정 2015.1.2>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2017.9.21, 2018.7.19, 2019.7.18>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어린이집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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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1호･제2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0호의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항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35조의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사목2)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사항

제15조(유휴지 및 유휴시설 활용) 시장은 관내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보수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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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3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02-2133-5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1.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장료등”이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서울상상나라 공연장 및 딸린 시설의 대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서울상상나라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서울상상나라는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서울상상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보육교직원, 아동교육자 등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서울상상나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 ① 서울상상나라의 체험전시물, 프로그램 및 공연장을 사용
하려는 자는 입장료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사용자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등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및 입장료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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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5.2, 2019.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조례 제7107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5.5.14>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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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서울상상나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상･음향, 냉･난방, 홍보게시판 등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대관허가 절차) ① 서울상상나라의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개정 2015.5.14>
1. 행사개요(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집기･전시품 등의 반입목록 및 설치･철거계획
4.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5. 무대장치･조명･음향･영상사용계획 등 포함
6.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한 사항
②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서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및 설비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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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대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두 번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제14조(사용시간)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의 전액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6조(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서울상상나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7조(부대설비 등)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설비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정지된 때에 대관자가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대관자의 손해배상)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관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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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홍보물의 부착) 대관자가 서울상상나라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서울상상
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
육아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서울상상나라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조사 활동
2. 체험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3. 그 밖에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수유 및 모성보호실
2. 가족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식당
5.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383호,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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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야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령 관련 :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목적사업 변경(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시에 진달)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신원조회포함)(동법 제18조 제6항)

○ 감사의 추천(동법 제18조 제7항)

○ 임시이사 선임(동법 제22조의3 제1항)

○ 임원의 해임명령(동법 제22조)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동법 제24조)

○ 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동법 제51조)

지도감독의 종류 대상 주기
정기 감사

(조직운영 전반, 회계감사)
법인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시설 연 1회 이상

특별 감사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 침해, 행정처분이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직전 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대장,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법인설립 등 그 외 민원처리사항은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시에 진달

－ 목적사업 등 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 등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합법성, 타당성 등 정관변경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진달

－ 법인설립등(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 임원의 신원조회 실시결과 및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 운영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진달

－ 기본재산의 처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신청서 접수 후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에 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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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업무

○ 예산서(재무회계규칙 제10조)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함 → 제출받은 후 자치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사회복지
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결산서(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로 작성된 것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제출받아야 함

→ 제출받은 후 자치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 법인의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제출 받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함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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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여부 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 그 결과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될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그 외 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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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예시)

< 표지 >

영아 알림장

반명:         아동명:       교사명: 

서울시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육을 위해 
‘간편알림장’으로 부모와 소통하기를 권장합니다.

“내용은 특이사항 중심으로, 사진은 행사중심으로, 교사는 아이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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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

                    가   정   에   서              20  년    월   주

구분 월 화 수 목 금

체온(열)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식사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배변
           회             회             회             회             회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수면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투
약
의
뢰

종류

용량

시간

보관

의뢰자

특
이
사
항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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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  이  집  에  서            20  년    월   주

구분 월 화 수 목 금

체온(열)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식사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정량 / 과다 / 부족

배변
           회             회             회             회             회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보통 / 딱딱 / 설사

수면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투
약
보
고

투약
여부

○  /  X ○  /  X ○  /  X ○  /  X ○  /  X

확인자

특
이
사
항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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