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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 확대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확대 지원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영유아의 연장 보육수요 충족 및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  

◈ 공약이행 확인지표: 연장반 운영수

 사업개요

 ❍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반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수 26 7 2 7 6 4
연장반수 66 17 5 16 17 11

 ❍ 연장반(연장보육)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이며,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 운영: 66반

 ❍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및 야간연장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배치: 66명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 (실적)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404백만 원)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21,841 - - 315 404 480

국비 11,284 - - 158 202 240

도비 7,355 - - 79 101 120

군비 3,202 - - 78 101 12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장보육반 운영수

계획① 184 0 0 48 66 70

실적② 114 0 0 48 66

달성률②÷① 100% 0 0 10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기존보육제도 실적 없음

 ❍ 2019년

   ‣ 기존보육제도 실적 없음

 ❍ 2020년 

   ‣ 2020. 1.: 2020년 연장보육 대상 자격 확대에 따른 홍보 진행

   ‣ 2020. 2.: 2020.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교육 및 홍보 진행

               어린이집 연장보육 예정자 사전 자격 책정 지원 

               효율적 연장보육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지원 

   ‣ 2020. 3.~: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반(연장보육) 편성 및 지원

 ❍ 2021년

   ‣ 2021. 2.~: 2021년도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ㆍ경기도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지침개정 의견 수렴(보육정책과-6894(2019.10.21.)호) 및    보육지원
체계 개편(보육정책과-8591(2019.12.27.)호)에 따른 기본반 연장반으로 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