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문의:1800-92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 시간 연 1회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의무교육

교육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관련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4-3-2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평가제 대비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CCTV 관련 개인정보 포함

교육 시간 연 1회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의무교육

교육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관련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4-3-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평가제 대비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 시간 연 1회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장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아동복지법 제31조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키즈에듀빌 온라인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교육인가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예방 및 조치에 따른 교육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육하는 현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원을 만들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키즈에듀빌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7월 오픈 예정)

키즈에듀빌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Upgrade] 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성희롱 예방 / 성폭력 예방 / 아동학대 예방 / 장애인식 개선 / 개인정보 보호 / 교직원 인성 함양 / 직무 스트레스 관리



☎ 교육문의:1800-92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필수 안전교육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아동복지법 제31조, 어린이집 평가제 3-5-2-1

교육 시간
연 1회, 6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아동학대, 실종·유괴,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 등) 
 - 안전사고 예방 관련 (어린이집 안전 관리 및 대처방법, 교통안전, 재난대비 등)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관련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3-3-3-2

교육 시간 연 1회

교육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건강 및 위생관리

교통안전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영유아돌연사, 소방, 자연재해)

영유아기 
정신건강교육

실종 유괴 예방 
및 방지교육

*  응급처치교육은 연 1회     
    1명이상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감염병 
예방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욱

영유아 영양 
및 건강교육

응급처치
교육 

Q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보육교직원도 받아야 할까?
선생님은 필수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아이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키즈에듀빌에서 받으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키즈에듀빌에서 안전교육과 건강 및 위생관리 교육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Upgrade] 안전교육 통합과정
※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7월 오픈 예정입니다.

교통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종 유괴 예방 
및 방지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욱

영유아 영양 
및 건강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문의:1800-92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담당 직무별 의무교육

교육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관련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시간 2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 방법 놀이터안전센터 한국생활안전연합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교육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2항

교육 시간 최초: 6시간       재교육: 1년마다, 3시간

교육 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급식소 영업자)

교육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 3,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교육 시간 2년마다, 3시간 이상

교육 방법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교육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및 영양사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교육 시간 2년마다, 6시간

교육 방법
조리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위생교육(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대상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관련 근거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교육 시간 1회 (관련법령 개정시 재이수)

교육 방법 도로교통공단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교육 대상 09년도 이전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자,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자)

관련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교육 시간 최초: 8시간 이상       보수: 2년마다, 4시간

교육 방법 환경보전협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교육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 시간 2년마다,  온라인 40분+오프라인 4시간

교육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관리 책임자)

관련 근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교육 시간 3년마다, 6시간

교육 방법 환경보전협회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Q 직무별 의무교육, 키즈에듀빌에서 교육받을 수 없나요?
키즈에듀빌에서는 담당 직무별 의무교육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담당 직무별 의무교육은 반드시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정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업무를 맡은 교직원은 상기 안내된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세요.



☎ 교육문의:1800-92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구분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직무교육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 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3년마다, 

40시간

보육교직원

특별 직무교육
영아ㆍ장애아ㆍ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자격취득 전, 

80시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채용 전,  

40시간

승급교육

보육교직원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승급 시, 

80시간

보육교직원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승급 시, 

80시간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 2, 시행규칙 제11조 2, 제20조, 제39조 4에 의해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키즈티처빌에서 온라인 특별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도 7월 1일 개강반까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키즈티처빌에서
수강가능

온라인 특별 직무교육
☎ 보수교육문의 02-430-0550

보건복지부 인가, 보육교직원 교육 전문 브랜드 키즈티처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