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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유형

구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6

적용 시기 3월 1일~, 신청일 기준
3월 1일~, 신청일 기준

(매월 15일 이후 신청시 익월적용)

지원 대상
만0세~만5세
12세이하 장애아
全 계층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중 만0세~만5세
全계층 지원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재(보호자) → 사회보장정보원 예

탁(시) → 어린이집 결재금액 입금 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 개별계좌 지급

신청 절차
소요기간 14일 이내 접수(동)→신청서류 검토 후 자격결정→대상자 확정(시)→개인통보(동) ※ 수시신청

가능

만3세~5세 누리과정

만3~5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
정’
지원내용 : 28만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 원/인/월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만5세

정부지원시설 499,000 439,000 364,000 280,000

정부미지원시설 499,000 439,000 364,000
(민간)364,000 (민간)345,000

(가정)378,000 (가정)366,000

2022년 기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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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주기별 한도액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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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특별 활동
비

국공립 월 70,000원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
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국공립 제외 월 80,000원

현장학습비
분
기

50,000원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에 해당

차량운행비 월 30,000원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행사비

행사비 연 90,000원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앨범비 (졸업생 중 신
청자)

연 70,000원
행사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

비

급 식 비 월 25,000원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ㆍ도 특성화비용 연
250,000원 (특별활동을 하
지 않는 곳은 연 360,000

원)

별도 프로그램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용 교재교구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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