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우세요! 보육교사 자격증”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복한 에너지가 
행복한 아이를 키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영유아
 연장반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오후 시간도 활기찬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시간 운영 

부담 완화

선생님
업무 부담 감소 및 

근무 환경 개선

보호자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부담 없이 

보육 서비스 이용

 연장보육 전담교사
- 근무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근무 시간   일 4시간 근무(오후 3시~7시 30분, 휴게시간 포함)

- 월 보수액   112만2천원 *(급여 100만2천원 및 전담수당 12만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업무 및 역할  연장보육반 보육 및 하원 지도

 전담교사 구인・구직 안내
- 구인・구직 정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인력 뱅크 활용

 - 보육교사  어린이집구직등록 > 구직 정보 입력 및 조회

 - 어린이집 원장  인력뱅크 > 어린이집 구인등록 및 조회

    *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도 등록, 조회 가능

 장기미종사자 교육지원
 - 교육대상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이내 어린이집 근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교육내용  달라진 보육과정 안내 및 운영방법, 보육 실무 등

 -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각 시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담당자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함께 돌봅니다.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근무할게요.

 지원 사항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사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부담을 줄입니다.

 -  대상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이 구성되고,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

 - 지원내용  연장보육교사 인건비(수당포함 1,112천원) 및 연장보육료

        * 연장반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만 지원 

  보육료 지원 
 - 보육료 (단위: 천원)

구분 계 부모 기관
0세반 970 470 500

1세반 686 414 272

2세반 527 343 184

 - 연장보육료(인건비 별도 지원) (단위: 원)

구분 0세반・장애아 영아반 유아반
시간당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개편 적용사항 

   연장보육 시간은 별도의 교사가 배치되며, 담임교사는 
행정업무 처리,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편 전 

현재 어린이집은 낮시간 보육에 지친 담임선생님이 마지막 
아동이 하원하는 저녁까지 보육하다 보니 보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편 후 

내년 3월부터는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4시 이후의 연장보육으로 나뉘고, 연장보육반 
아동은 전담교사가 돌보게 됩니다.

이제 연장반 선생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일 수업준비를 해볼까 

아이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도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장반 아이들만 전담하니
아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려니 

선생님들께 
죄송해요.

12시간 동안 
‘종일반’이 운영되다 보니 
초과근무가 일상이에요.

 자동 등하원 알림 시스템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듭니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아동의 출결 관리, 보육료 생성 등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잘 등원했구나!

오후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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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1.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해 주세요.

2. 연장반 전담교사를 채용해 주세요.

3. 부모 상담 시 연장보육 희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은
1.  연장보육반을 운영할 경우 기존 담임선생님은 기본보육반을  

맡게 됩니다.

2.  장기미종사자는 미리 교육을 받으세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신 경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채용 가능합니다.)

  보호자분은
1.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2.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세요.

  더 알아보기 
 -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공지사항 게재

 - 보육지원체계 개편 문의  시도,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등하원 감지센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