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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어린이집)시설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인가일 소재지 전화번호

1 국공립 국공립 성모어린이집 '09.12.03 장흥읍 의향길 15 864-7001

2 국공립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13.11.18 장흥읍 북부로 3휴먼시아 864-0468

3 국공립 국공립 효성어린이집 '15.03.02 장흥읍 흥성로 37-8 863-8184

4 국공립 국공립 장평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5.09.24 장평면 골안길2-13 862-0368

5 국공립 국공립 제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8.02.26 장흥읍 동부로 31-7 862-7484

6 국공립 국공립동화어린이집 '19.06.01 장흥읍 흥성로 225-1 864-5200

7 법인 장흥에덴어린이집 '97.03.03 장흥읍 동교로 63-22 863-1143

8 법인 대덕어린이집 '91.01.19 대덕읍 거정4길 15-16 867-1482

9 법인 명덕어린이집 '93.01.29 회진면 회진로 863 867-6934

10
법인 
단체등

관음어린이집 '96.04.25 장흥읍 장원길 50 863-7547

11
법인 
단체등

관산어린이집 '91.01.03 관산읍 내학1길 8 867-3411

12
법인
단체등

용산어린이집 '96.03.28 용산면 장흥대로 2437 862-8176

13 가정 사랑어린이집 '04.02.13 장흥읍 북부로 39 수창아트빌 103호 863-7595

14 가정 아이사랑어린이집 '07.11.15 장흥읍 장흥로 80 코아루 해피트리 관리동 863-0100

15 가정 행복한어린이집 '03.04.01 장흥읍 동교로 67 수창휴그린@ 201-103 864-0972

16
부모
협동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놀이터

'04.12.30 장흥읍 진골목길 39 863-0942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급여신청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 필요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등

지원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재일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카드 결제

보육정책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life_welfare
/www/life_welfare/child_welfare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care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재일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카드 결제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롯데, BC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정부지원단가 100%

만 0세반 484,000 528,000

만 1세반 426,000 287,000

만 2세반 353,000 194,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60,000 -

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초등학교 미취학 만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양육수당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 원)

연령(개월)
양육수
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

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
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위탁기관

장흥지역자활센터(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2-0852)

대상자 모집

연중 상시모집(주소지 읍면사무소,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운영방식

회원제(서비스 필요시 요청 → 아이돌보미 파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흥군민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40%~ 100%지원
지원기준 : 서비스 유형 구분하여 지원

가형, 다자녀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나형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다형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라형 :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지원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군비 100%
위탁기관 : 장흥지역자활센터(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2-0852)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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