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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8~2022
총사업비
(백만원)

5,919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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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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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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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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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인구정책과
담 당 자
(연 락 처)

신동헌, 박현민, 윤형준
(5723)

 

 최종목표

m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로 보육의 안정성 제고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사업위치) 해남군 영유아·아동가정,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m (총사업비) 5,919백만원

m (주요내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난감 도서관(대여) 신축,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장난감도서관 신축
계획 - 준공 운영 운영 운영

실적 - 준공 186명/
1,156회 - -

보육교사 처우개선
계획 예산반영 172명 172명 172명 172명
실적 예산반영 206명 503명 - -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계획 예산반영 1회(2월) 1회(2월) 1회(2월) 1회(2월)
실적 예산반영 1회(2월) 1회(3월) - -

차량보험료 지원
계획 1회(10월) 1회(10월) 1회(10월) 1회(10월) 1회(10월)
실적 1회(10월) 1회(10월) 1회(10월)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5,919 - 726 1,127 987 1,006 1,026 1,047

국비 1,548 - 242 251 256 261 266 272

도비 2,047 - 297 336 343 350 357 364

군비 2,324 - 187 540 388 395 403 411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3,875 - 726 1,111 1,131 907 - -(2,393) (726) (968) (699)

국비 1,102 - 242 261 300 299 - -(680) (242) (243) (195)

도비 1,277 - 297 320 355 305 - -(840) (297) (307) (236)

군비 1,496 - 187 530 476 303 - -(873) (187) (418) (268)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0~5세 전체 보육교사(월 110천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만0~2세 담임교사(월 220천원)
 - 누리과정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만3~5세 전체 보육교사(월300천원)
 - 장기 재직수당: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자(월30천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신설 지원 준비
 - 2019년 본예산 반영: 120백만원                          ‘18.1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아님 확인        ‘18.12.
○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 2018년 어린이집 24개소 19백만원 지원                  ‘18.10.



 이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21

○ 장난감도서관 운영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2022

○ 장난감도서관 운영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기대효과

  m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육의 안정성 

제고

  m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는 기회 제공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로 

가정 내 보육의 질 향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9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신규)
 -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537명(월 100천원) 53,700천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신규)                     ‘19.2.
 - 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단체가입(어린이집 24개소 / 7,942천원)
○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19.10.
 - 어린이집 22개소 18백만원 지원
○ 장난감도서관 운영
 - 장난감 도서관 준공: 해남읍 서림길 14

2020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503명(월 100천원) 50,300천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20.3.
 - 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단체가입(어린이집 22개소 / 7,311천원)
○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20.10.
 - 어린이집 22개소 18백만원 지원
○ 장난감도서관 개관 및 운영                              ‘20.1.
 - 회원가입: 186명
 - 이용자수 및 장난감 대여수: 1,156명 2,312개 
 - 연회비 수입금: 2,860천원 (면제: 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