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준수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영유아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는 오후 7시 30분까지 

하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장보육 신청 시,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최소한 월 10시간 이상 이용이 필요할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장보육 신청에 따라 

‘연장보육반’ 편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연장보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 

당일 오전까지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 이후에는 재등원 할 수 없습니다.

연장보육반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하원하고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등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 이렇게 바뀝니다!

기본보육 + 연장보육

이제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9시~오후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왜 바뀌나요?

그 동안은 낮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행복한 에너지로
행복한 아이를 키웁니다.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부모용)



연장보육 자격 신청 (0~2세반 아동만 해당)
- 신청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online.bokjiro.go.kr)

- 자격결정 및 통지     시군구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부모)
(연장보육 희망 이용시간 등)

연장보육 이용 신청 (0~5세반 아동 전체)
-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제출

연장보육 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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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 과정 및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사유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하면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어 부모님에게 아동의 등하원 
알림이 제공됩니다.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에 대해 상담한 후,  

오후 5시 이후 보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장보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연장보육은 놀이와 쉼, 그리고 하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보육이란 무엇이며,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장보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잘 등원했구나!

등하원 감지센서

○○○ 아동이 
오전 08시 28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습니다.

 •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   취업, 구직/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간병), 임신·유산,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별도의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 예정,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은 희망시 연장보육 자격 신청 필요

  •  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