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주목합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마이에듀(마이에듀교사자람)는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제2021-40호) 되어 보육교직원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 위탁기관중 최초 지정!

(필독) 어린이집 ‘어린이안전교육’ 주요사항 안내
○교육대상

원장, 보육교사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원장 제외,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교육주기(시간)

매년 1회,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론교육은 지정교육기관(마이에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 가능

※ 교육대상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이수가 원칙이나, 올 해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함

○교육방법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임

✔국가 등에서 실습교육(2시간) 받은 경우, 타 기관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포함

○교육기관

마이에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www.jaram.ac)

4월 15일(목) 어린이안전교육 【이론교육】 온라인강의 오픈

어린이안전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등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안전교육의 실습교육(심폐소생술)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제를 앞둔 어린이집, 기관당 1명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추후 코로나 진행상황을 살펴 보면서 교육대상을 확대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방법, 하나!>
지자체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실습교육(2시간) 이수 후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 『마이에듀』
홈페이지(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온라인으로 무료수강하여 이수하는 방법
[교육근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Q7-5

안전교육을 2시간씩 2개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

Ÿ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부득이하게 이론교육 후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어진 경우 또는 국가 등에서 2시간의

이론(실습)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기관에서 실습(이론)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함

어린이안전교육 실습교육(2시간)

어린이안전교육 이론교육(2시간)

육아종합지원센터 / 소방서 / 보건소

마이에듀교사자람(http://jaram.ac)

(www.jaram.ac)

4월 15일(목) 어린이안전교육 【이론교육】 온라인강의 오픈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방법, 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
『마이에듀』 홈페이지(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실습교육(2시간)을 집체교육으로 수강하는 방법

<주의사항> 이론교육만 수료하실 경우, 이수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습교육을 함께 수료하셔야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이론교육(2시간)

마이에듀교사자람(http://jaram.ac)

어린이안전교육 실습교육(2시간)

어린이안전교육 실습교육(2시간)

둘 중

＜

하나

＞

선택

(마이에듀 교육장) 심폐소생술 교육

(마이에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일정: 별도 협의 후 확정

✔교육일정: 별도 협의 후 확정

✔교육시간: 2시간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최소 10명이상 19명 이하

✔교육준비: 교육장소 제공 및 방역수칙 준수

- 교육인원 9명 이하일 경우, 교육진행 취소

✔교육비용: 20,000원/1인

- 교육인원 최대 19명
✔교육비용: 25만원/1회 (서울/경기/인천 기준)

(마이에듀 교육장 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407호

4월 15일(목)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실습교육】 진행 / 실습문의 ☎ 02-2067-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