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의 전문성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
교육 신청
’19년 9월 2일부터, http://chrd.childcare.go.kr

교육 비용
자부담 8만 원

교육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내가
변화된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빠른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달라진 점은
없을까?

⁎시․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

’20. 3월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9.6.12, 시행 ’20.3.1)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chrd.childcare.go.kr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알려 드립니다.

’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기(2년이상)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현재 3만 9천개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대상

선생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한국보육진흥원
수시 교육 일정 공지(’19년 9월 중순)
⁎시․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

교과목 및 교육 시간

선생님 돌아오세요~

운영 절차

3개 교육 영역, 10개 과목, 총 40시간 구성
영역
인성·소양(2)
건강·안전(1)

영역별 교과목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장기 미종사자

- 아동복지와 인권

교육 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보육계획 수립

⁎교육 신청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후, 교육신청
(http://chrd.childcare.go.kr)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전문지식·기술(7)

어린이집 복귀를 준비하시는 선생님!
’19. 6.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20. 3. 1 시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미종사자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교육 기관

- 표준보육과정

교육 신청 접수, 교육 시행,

- 영유아 행동지도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실적 보고

교육 일정
’19년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시 교육 개설·운영,
⁎시·도 보수교육기관은 ’20년 이후 개설 예정

어린이집

여러분의 조기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적용 시기

신규 원장·보육교사 채용 시 보수교육 이수증 확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20년 3월 1일 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면보고시 교육 이수증 제출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교육 이수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 하려고 할 때,
전문성 강화와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의

3개 영역의 10개 교과목으로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각 과목별로 각 4시간씩 총 40시간의 과정을

교육일정, 교육시행 및 이수 등 교육과정을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