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 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