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22. 3. 1.~ 2023. 2. 28.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0세 499,000 499,000 499,000
만1세 439,000 439,000 439,000
만2세 364,000 364,000 364,000

만3세 280,000 355,000(75,000) 355,000(75,000)
만4～5세 280,000 340,000(60,000) 340,000(60,000)

※ ( ) : 차액보육료(부모부담액)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 570천원, 1세 310천원, 2세 210천원

  장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정부지원단가 100% (월 53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시,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단가 100% (월 100,000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보육: 정부지원단가 100% (시간당 3,200원/장애아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10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도시락통)

‧ 전자출결 태그 비용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연 110,000원 9,160원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

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월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외 
90,000원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외 
90,000원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 입장료, 시

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50,000원 16,660원

행  사  비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

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개인용 

앨범비와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

연 108,000원 9,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월 33,000원 33,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1식 2,0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