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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1분기 결산 보고

   1. 2020년 1분기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0년 세입 결산

(회기:2020.03~2020.06)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실적 비율(%)

보육료수입
정부지원보육료1) 325,578 93,857 28.83%

부모부담보육료 0 36

필요경비
수입

특별활동비2) 30,930 0 0.00%

기타필요경비3) 46,727 532 1.14%

보조금수입

인건비보조금4) 349,912 115,392 32.98%

연장보육료 4,320 994 23.01%

그 밖의 지원금5) 60,152 22,674 37.69%

전입금 전입금 0 0

적립금 적립금처분수입 0 0

과년도수입6) 12,774 15,428 120.78%

잡수입
이자수입 12 8 66.67%

기타잡수입7) 9,560 3,162 33.08%

이월금
전년도이월금8) 3,114 3,114 100.00%

전년도이월사업비 0 0

합계 843,079 255,197 30.27%

1) 보육료 :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보육료 합계액입니다. 

2) 특별활동비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특별활동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3) 기타필요경비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 특성화, 현장학습, 행사등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입학준비금(454천원), 시간연장식대(78천원) 수납되었습니다.

4) 인건비보조금 :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그밖의지원금 : 누리과정운영비, 간식비, 시간연장시설(2018년 1월 신설된 취약보육지원 포함), 출결카드리더기 
및 출결카드 구입 보조금, 누리과정반 보조교사 급여 및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원운영비보조금(3,000천원)을 수령하여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6) 과년도수입 : 2019학기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등 수익자부담수익에 관해 연도를 이월하여 입금되었
으며, 이에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 기타잡수입 : 보육교사등 종사자의 급량비 입금액(3,162천원)이 있습니다.

8) 전년도이월금 : 2020년 2월 28일자 통장잔고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 결산
(회기:2020.03~2020.06)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실적 비율(%)

시설운

영비

인건비1) 598,077 195,766 32.73%

인건비(시간외수당)2) 0

업무추진비 3,760 1,006 26.76%

관리운영비3) 38,736 11,082 28.61%

보육활

동비

기본보육

활동비

교사연수등 1,780 434 24.38%

교재교구비4) 19,827 1,157 5.84%

행사비5) 11,400 3,839 33.68%

영유아복리비6) 0

급간식비7) 71,906 17,045 23.70%

급간식비(교직원) 9,120 2,340 25.66%

수익자부

담

특별활동비8) 30,930 0 0.00%

기타필요경비9) 46,247 0 0.00%

반환금 0 0

시설비

시설비10) 6,000 1,114 18.57%

시설장비유지비 0 0

자산취득비11) 2,566 3,084 120.19%

과년도지출 2,350 0 0.00%

잡지출 0 0

예비비 380 18,330 4823.68%

합계 843,079 255,197 30.27%

  

1) 원장 및 보육교직원인건비 :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2) 인건비(시간외수당) : 교사 당직 등에 따른 수당을 배정했으나, 대체휴무(조기퇴근) 등을 실시하여 발생하지 않
은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 운영비 : 매월 운영비 본 예산은 약 3,3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0년 3월에서 2020년 6월까지 합계가 
11,082천원입니다. 

4) 교재·교구구입비 : 원아들에게 적정한 교재교구 제공을 위하여 1,157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5) 행사비 : 생일케익등(218천원), 긴급보육 미이용 원아 놀이키트 제공(2,514천원), 어린이날행사(704천원)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원아관련 행사등 비용, 현장학습 및 외부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하는 계정과목입니다.

6) 영유아복리비 : 2018년 학기에 새로 신설된 계정으로 원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비용입니다. 

7) 급식비 : 매월 급식비 예산은 약 6,0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0년 3월에서 2020년 6월까지 합계가 약 

19,384천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원원아 수가 50% 감소하였으며, 6월부터는 

80% 등원으로 급식비가 조정되었습니다.

8) 특별활동비지출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특별활동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9) 기타필요경비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특성화활동 및 현장학습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10) 시설비 :  5월 29일에 에어컨오버홀 청소(1,004천원)를 실시하여, 에어컨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먼지제

거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1) 자산취득비 : 사무용컴퓨터(566천원), 출결리더기 및 출결카드(755천원), 잎새반 에어컨(865천원/설치비포함), 

새싹3반 에어컨(680천원/설치비포함), 소프트웨어라이센스(150천원), 선풍기(68천원) 구입하였습니다.



월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 학급 행사일 장소 비고

5월

현장학습

숲체험 유아반 5/21 고등산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

봄소풍 유아반 5/28 미정

원내행사

어린이날 행사 전체원아 5/4 각반 보육실

생일잔치 전체원아 5/26 각반 보육실

6월

현장학습

실내놀이터 유아반 6/11
판교아브뉴프랑

챔피언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
숲체험 유아반 6/18 고등산

원내행사

생일잔치 전체원아 6/23 각반 보육실

재미솔솔 음악그림책

(사과가 쿵!)
영아반 6/24 3층 유희실

0,1세

2세

2회 진행

우리동네체험 유아반 6/25 2층 유희실

3,4,5세 

개별

진행

Ⅱ. 2020년 2분기 어린이집 주요사업 보고

  1. 어린이집 2020년 5월 ~ 6월 활동보고



월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 학급 행사일 장소 비고

7월

현장학습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 유아반 미정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

원내행사

생일잔치 전체원아 7/21 각반 보육실

재미솔솔 음악그림책

(누가 웃어니?)
영아반 7/22 3층 유희실

원내캠프

‘재미 팡팡 놀이터’
전체원아 7/23 각반 보육실

활동 중 

빙수 

만들기는 

식중독 

예방으로 

인해 하지 

않습니다.

8월

현장학습 어린이 뮤지컬 유아반 8/20 미정

원내행사

독서 골든벨 유아반 8/27 3층 유희실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

생일잔치 전체원아 8/25 각반 보육실

재미솔솔 음악그림책

(야 비온다!)
영아반 8/26 3층 유희실

개별진행

계획

9월

현장학습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꽃잎반 / 열매반 9/3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서울국립중앙어린이

박물관
나무반 9/10

서울국립중앙

어린이

박물관

숲체험 유아반 9/24 남한산성

원내행사

빨강의 날 유아반 9/17 각반 보육실

생일잔치 전체원아 9/22 각반 보육실

재미솔솔 음악그림책

(누가 내머리에 똥쌌니?)
영아반 9/24 3층 유희실

추석행사 전체원아 9/29 각반 보육실

2. 어린이집 2020년 7월 ~ 9월 활동계획 보고



3. 어린이집 기타 보고

구분 날짜 내용 비고

5월
교사 교육

5/7 -어린이집교사 성교육
 한정미, 홍윤진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12
-전문가로서 부모상담하기
 홍윤진, 김숙기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14 -연장보육전담교사 교육 :  서나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21 -유아: 놀이와 상호작용 :  최은선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26 -야간연장교사 교육 :  장기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28 -개정표준보육과정 개정방향
 한정미, 이지혜, 전주옥, 유예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6월 
교사 교육

6/3 -조리사 위생교육 : 권해영, 문경숙 (사)한국조리사협회 

6/9 -놀이 시리즈 교육
 유예지, 조희원, 홍윤진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6/16 -경력교사교육 :  이지혜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6/25 -바깥놀이교육: 숲 놀이사례 교육

 문수현, 최은선, 김지영, 김연성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원내 시설 
설비 보수

및
방역

5/8 -한길 소독 업체 방역 원내 전체

5/12 -소방시설 점검 원내 전체

5/27 -원내 대청소 원내 전체

5/30 -실외기 청소 및 소독 원내 전체

6/10
-에어컨 교체 새싹3반, 잎새1,2반

-소방시설점검 원내 전체

6/12 -한길 소독 업체 방역 원내 전체

6/23 -원내 대청소 원내 전체

7/7 -조리실 점검 및 위생교육 조리사

부모
상담 5/4~6/30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보육 원아, 학부모와의    소

통 주1회 안부전화
전화상담

가정연계
놀이키트

배부

5월

-만0세: 조이박스 멜로디

-만1세: 슈슈 3호

-만3세: 멘사 베이비플랜

-만4세: 멘사 페어게임

-만5세: 멘사 워터랜드

코로나19 휴원으로 
인하여 긴급보육하지 

않고 있는 원아만 배부
6월

-만1세: 슈슈

-만3세: happy puppy home

-만5세: a curious invittation

소방관련
5/24 -소방대피훈련 원내 전체
6/26 -소방대피훈련 원내 전체



5~6월

보육실

소독

5~6월

소독

업체

방역

6월

우리

동네

체험

6월

재미

통통

그림책

5~6월

오감

놀이

7/7

조리

위샘

점검

4. 5월, 6월 사업관련 사진자료



Ⅲ.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