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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연번 유치원명 기간 감사인원

1 프라임청라 2016. 3.28. ~ 3.30.

원당 3명

2 드림 2016. 4. 1. ~ 4. 5.
3 새싹 2016. 4. 7. ~ 4.11.
4 경인여대부속 2016. 4.14. ~ 4.18.
5 보람 2016. 4.20. ~ 4.22.
6 한솔 2016. 4.26. ~ 4.28.
7 동진 2016. 5. 2. ~ 5. 4.

2. 지적사항 현황 

 2016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및 처분

유치
원명

연
번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프라임
청라

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
성 등) 주의

2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자가용 차량 임차료) 경고

회수
(4,554,000원)

3 유치원회계 적립금 운영 부적정 경고

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설립자 공적이용료) 경고

회수
(132,000,000원)

드림 5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
성 등) 주의

6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급여선지급) 주의

7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과태료 및 연체료) 경고 회수

(1,339,520원)

8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공적이용료 후
원금) 경고 회수

(1,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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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원명

연
번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새싹
9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

성 등) 주의

10 유치원회계 수입금 세입처리 부적정
(입학금) 경고

경인여
대부속 1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

성 등) 주의

12 사립유치원 시설적립금 운영 부적정 기관 경고

보람 13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복수계좌 사용 등) 주의

1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15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경고
회수

(65,160,500원)

16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주의

한솔 1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18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상여금 미기재 등) 주의

19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인보험료) 경고

회수
(24,296,960원)

20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주의

21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학대출금 이자) 경고 회수

(449,850원)

동진 22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2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도시가스 사용료)

경고 회수
(4,093,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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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프라임청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프라임청라유치원
내       용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4.2.28.까지, 원장 ■■■은 2014.3.1.~

2015.2.28.까지, 원장 ■■■는 2015.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사무직 ■■■은 2013.3.1.~2015.2.28.까지 교사 ■■■는 2015.3.1.~2016.2.29.까지 회계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

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

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청라프라임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①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관할세무서에 세금

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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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
   ②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④ 프라임청라유치원 교사 ■■■
   ⑤ 프라임청라유치원 사무직 ■■■(퇴직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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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4,554,000원

수감부서 프라임청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자가용 차량 임차료)
관 계 기 관  프라임청라유치원
내       용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는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확정된 예

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

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프라임청라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교직원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가액이 31,480,000인 9인승 자가용 자동차(All New 카

니발 9P 2200 E-VGT 력셔리 AT 디젤, 계약일자 2015.6.30., ■■렌터카 주식회사, 계약

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759,000원)를 임차하였으나, 교직원 등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유치원 업무상 목적으로 정당하게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와 차

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지 않고도 유치원회계에

서 차량 임차료 4,554,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한 세

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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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자가

용 자동차의 임차료로 집행된 4,554,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

 

“회수”

   ① 4,5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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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프라임청라유치원 2015학년도 유치원 업무용 차량 임대료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채주
지출번

호
지출금액 비  고

1 2015.10.26.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1245 759,000

2 2015.11.25.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1408 759,000

3 2015.12.28.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1592 759,000

4 2016.01.25.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1665 759,000

5 2016.02.25.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1837 759,000

6 2016.03.28. 교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료 ■■렌터카 759,000

합  계 4,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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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프라임청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제       목  유치원회계 적립금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프라임청라유치원
내       용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은 2013.3.1 ~ 2015.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

했고, 원장 ■■■은 2014.3.1. ~ 2015.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했고, ■■■

는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

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

여야 하며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프라임청라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회에 걸쳐 

시설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하면서도 그 목적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 없이 적립금을 운영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한 금액을 과다하게 초과한 적립금을 지출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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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현재

까지 적립한 적립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지체없이 수립하여 관할청에 보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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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프라임청라유치원 2013 ~ 2015학년도 시설적립금 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과목 예산액 지출일자 적립금액 적립금 관리계좌

1

2013 시설적립금 0

2013.11.13. 8,000,000

① 프라임청라유치원

■■은행

000-000-******

(■■■)

2 2013.12.06. 8,000,000
3 2014.01.16. 10,000,000
4 2014.02.03. 10,000,000

소계 0 36,000,000

5

2014 시설적립금 36,000,000

2014.03.24. 10,000,000

6 2014.04.21. 10,000,000

7 2014.05.27. 10,000,000

8 2014.06.27. 10,000,000

9 2014.08.04. 10,000,000

10 2014.09.18. 10,000,000

11 2014.10.10. 10,000,000

12 2014.11.06. 10,000,000

13 2014.12.10. 10,000,000

14 2015.01.06. 10,000,000

15 2015.02.02. 10,000,000

16 2015.02.24. 10,000,000

소계 36,000,000 120,000,000

17

2015 시설적립금 120,000,000

2015.03.26. 10,000,000

② 프라임청라유치원 

■■■

■■은행

000-000-******

(■■■)

※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

18 2015.05.04. 10,000,000

19 2015.05.27. 10,000,000

20 2015.06.29. 10,000,000

21 2015.07.31. 10,000,000

22 2015.08.28. 10,000,000

23 2015.09.30. 10,000,000

24 2015.10.27. 10,000,000

25 2015.11.27. 10,000,000

26 2015.12.31. 10,000,000

27 2016.02.01. 10,000,000

28 2016.02.29. 10,000,000

소계 120,000,000 120,000,000

합  계 27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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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32,000,000원

수감부서 프라임청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설립자 공적이용료)
관 계 기 관  프라임청라유치원
내       용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는 2012.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출) 제2항 및「사학기

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교비회계는 학교 운

영 및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

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4의 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프라임청라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유치원 운영 및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의 공

적이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현행 관련 법규와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 근거

가 없는 공적이용료의 관·항으로 붙임과 같이 132,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총 12회에 분할하여 설립자에게 1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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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목적으로 집행한 132,000,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프라임청라유치원 원장 ■■■

 “회수”

   ① 1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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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프라임청라유치원 2015학년도 세출예산 공적사용이용료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번호 예산액 지출금액 비  고

1 2015.03.31. 공적사용이용료 223

132,000,000

11,000,000

2 2015.05.04.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401 11,000,000

3 2015.05.27.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491 11,000,000

4 2015.06.29.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668 11,000,000

5 2015.07.31. 사유공적 이용료 849 11,000,000

6 2015.08.28. 사유재산 공적사용 이용료 992 11,000,000

7 2015.09.30.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135 11,000,000

8 2015.10.27.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248 11,000,000

9 2015.11.27.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439 11,000,000

10 2015.12.31.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602 11,000,000

11 2016.02.01.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737 11,000,000

12 2016.02.29.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1877 11,000,000

합  계 1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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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드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드림유치원
내       용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

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은 2013.3.1.~현재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드림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금

을 지급하면서 ①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

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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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드림유치원 행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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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드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급여 선지급)
관 계 기 관  드림유치원
내       용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

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은 2013.3.1.~현재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

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4학년도 사립유

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회계운용의 일반원칙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

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재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

정성의 원칙으로 예산의 사용목적, 금액, 기간 등에 한정을 두어, 특정목적을 위하여 할당된 예

산액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드림유치원에서는 2015.3.9. 교사 ■■■에게 급여 가불금 명목으

로 5,000,000원을 선지급하여 다음연도 4월까지 10회 분납하여 매회 5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 상환 받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시기가 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드림유치원 행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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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339,520원

수감부서 드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과태료 및 연체료)
관 계 기 관  드림유치원
내       용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실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동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거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

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그런데도 드림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운영 과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공공요

금 등의 연체료 1,339,520원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태

료 및 연체료로 목적으로 집행한 1,339,52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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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항  

 “경고”

   ①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드림유치원 행정실장 ■■■

 “회수”

   ① 1,33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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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드림유치원 각종 과태로 및 연체료 지출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과목 적요 지출액 비고

1 2013.11.29. 공통운영비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지연 과태료 120,000

2 2014.06.09. 공통운영비 카드연체료 2,505

3 2014.10.20. 공통운영비 전기요금 연체료 20,780

4 2015.04.23. 공통운영비 세무서 근로소득세 가산금 333,110

5 2015.09.01. 공통운영비 재산세 연체금 63,130

6 2015.09.13. 공통운영비 시청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과태료 800,000

합  계 1,339,520

                    



- 20 -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970,000원

수감부서 드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공적이용료 후원금)
관 계 기 관  드림유치원
내       용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행

정실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동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드림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및 기본운

영과 관련이 없는 공적이용료 후원금 목적으로 1,9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공적

이용료 후원금 목적으로 집행한 1,970,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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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① 드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드림유치원 행정실장 ■■■

 “회수”

   ① 1,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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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새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새싹유치원
내       용

 새싹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4.2.28.까지, 원장 ■■■은 2014.3.1.~2014.10.

20.까지, 원장 ■■■은 2014.10.2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
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새싹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

금을 지급하면서 ①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관할세무서에 세금계

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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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새싹유치원 원장 ■■■
   ② 새싹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새싹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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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새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제       목  유치원회계 수입금 세입처리 부적정(입학금)
관 계 기 관  새싹유치원
내       용

 새싹유치원 원장 ■■■은 2014.10.2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동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및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 의거하면 수입과 지

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새싹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입학금을 2014.11.8.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후 

수납당일 유치원 계좌에 예입하지 않고 2015.1.15.에 3,250,000원을 입금하는 등 최대 68

일 이상 지체하여 유치원회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수입금의 수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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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① 새싹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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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경인여자대학

교부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내       용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5.8.31.까지, 원장 ■■■은 

2015.9.1.~현재까지, 교사 ■■■는 2013.3.1.~2013.7.7., 2013.9.24.~2014.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사무직 ■■■은 2013.7.8.~2013.9.23.까지, 교사 ■■■은 

2014.3.1.~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
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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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5년도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
   ②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퇴직불문)
   ④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퇴직불문)
   ⑤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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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방법
기관경고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경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사립유치원 시설적립금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내       용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2조의2(적

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목적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인 교육청에 보

고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2009학년도 이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붙

임과 같이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으로 적립금 1,210,000천원을 적립하면서도 사전에 적립

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현재

까지 적립한 적립금에 대한 조성내역과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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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경고”

   ①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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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적립금 적립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과목 적  요 지출액 비고

1 2011학년도 이전까지 누계액 592,478,081

2 2012.09.18. 적립금 **통장으로 이체 100,000,000 100,000,000

3 2012.11.19. 적립금 **은행 만기 414,181,234 중에서 400,000,000 -400,000,000

4 2012.11.21. 적립금 **대학교(**증권 만기) 22,937,867 -22,478,081

5 2012.11.22. 적립금  만기자금 2건 + 유치원 여유자금 12,880,850 450,000,000

6 2013.02.28. 적립금 정기예금 –25,000,000 25,000,000

2012학년도 소계 152,521,919

7 2013.05.07. 적립금 적립금 85,000,000

8 2013.11.25. 적립금 **대학교 적립금 80,000,000

2013학년도 소계 165,000,000

9 2014.05.09. 적립금 적립금 이체 70,000,000

10 2014.11.25. 적립금 적립금 예치 50,000,000

11 2015.02.27. 적립금 2014학년도 적립금 예치 50,000,000

2014학년도 소계 170,000,000

12 2015.05.18. 적립금 적립금 만기 원금 거치 -50,000,000

13 2015.05.18. 적립금 5/18 적립금 계좌 개설 이체 90,000,000

14 2015.11.25. 적립금 적립금 예치 60,000,000

15 2016.02.29. 적립금 2015학년도 적립금 30,000,000

2015학년도 소계 130,000,000

합  계 1,210,000,000

붙임2]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시설적립금 관리 내역

(단위 : 원)

연번 관리계좌 예금주 예금종류 매입일 만기일 예금액 비고

1
**은행

***-*****-**-***
경인여대부속

유치원
정기예금 2015.05.18. 2016.05.18. 440,000,000

2
**은행

***-*****-**-***
경인여대부속

유치원
정기예금 2016.02.29. 2016.05.18. 30,000,000

3
**은행

***-*****-**-***
경인여대부속

유치원
정기예금 2015.11.25. 2016.11.25. 740,000,000

계 1,2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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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보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복수계좌 사용 등)
관 계 기 관  보람유치원
내       용

   보람유치원 원장 ■■■는 2009.7.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

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2년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2014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

얼」에 의하면,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보람유치원에서는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

금을 지급하면서 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또한, 자금관리에 있어서 교육청지원금 계좌와 

학부모납부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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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유치원 회계 금융거래계좌는 한 개의 계좌로 

운용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보람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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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보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업무추지비 과다 집행)

관 계 기 관  보람유치원
내       용

  보람유치원 원장 ■■■는 2009.7.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2014학

년도)」에는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

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보람유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은 4,480,000원이나 

2014학년도 세출예산 업무추진비를 6,000,000원을 편성하여 11,651,640원을 지출하여 

7,171,640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5,759,500원을 편성, 지출하여 1,279,500

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여 경상경비(비직접

교육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처분사항  

 “주의”

   ① 보람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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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65,160,500원

수감부서 보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관 계 기 관  보람유치원
내       용

  보람유치원 원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

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인천광역시교

육청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

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

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회계는 단년도 회계이므로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세출되어야 하고 보험의 대상은 유치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인으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보험

의 목적은 재난·재해 및 사고발생 시 유치원의 재산과 교직원 및 원아의 손해에 대한 

보전에 있어야 한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에게 권리를 이전 

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보람유치원에서는 2014.9.2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을 피보험

자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적립형)을 붙임과 같이 가입하여 유치원회계에서 총19회에 걸

쳐 매월 3,429,500원을 납부하여 65,160,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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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개인

보험 가입 목적으로 집행한 65,160,5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보람유치원 원장 ■■■

 “회수”

   ① 65,16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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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람유치원 설립자가 피보험자인 연금보험(적립형) 가입 내역

(단위 : 원)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만기기간)
월납입액

유치원

납부금액

보험만기 적립금

(주계약사항)
비고

** 

연금보험 

무배당_ 

기본형_ 

최초 종신 

연금형_ 

적립형

보람유치원

(설립자 

■■■)

2014.9.29.

~ 

2031.9.29.

(10년납)

3,429,500

※유치원회계 

적립금항목

으로 세출 

예산 집행함

65,160,500

(19회)

420,000,000

 

- 연금개시 후 보험

기간 기본형 종신

연금 10년 보증형

- 재해장해보험금

매월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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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기관 보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보람유치원
내       용 

  보람유치원 원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

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운영계획」및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에 의

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고 수

익자부담경비는 급·간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징수하여 집행한 후에는 반드시 정산

하여 연2회 세부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보람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의해 학부

모 부담 교육비를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인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

비로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고 붙임과 같이 교육비에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비를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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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시기 바라며, 학부모부담경비를 집행한 후에는 정산하여 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보람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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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람유치원 학부모 부담 월액 교육비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학년도
수업료

방과후

과  정

학부모부담경비 학부모 

유치원비

징수금액급식비 교재및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2013 110,000 30,000 45,000 - - - 185,000

2014 135,000 30,000 45,000 - - - 210,000

2015 160,000 50,000 45,000 - - -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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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한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한솔유치원
내       용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

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

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

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2년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4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

얼」에 의하면,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한솔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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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면서 ①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를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또한, 자금관리에 있어서 교육청지원금 계좌와 학부모납부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한 사

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

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유치원 회계 금융거래계좌는 한 개의 계좌로 

운용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한솔유치원 행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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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기관 한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서 상여금 등 미기재 등)
관 계 기 관  한솔유치원
내       용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

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

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

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

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

수한다.

      ○「소득세법」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

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

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 등에 대해서도 또

한 같다.(이하생략)

      ○「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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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86조(납세의무

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런데도 한솔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및 명

절상여금 명목으로 50,000원 ~ 1,000,000원을 지급(붙임참조)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부분에 지급명과 지급액을 명시지하지 않았으며, 인건비지급과 별도로 취급하여 근로소

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누락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한솔유치원 행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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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명절 상여금 지급 내역

일시 직 성명 금액 비고
2014.9.1. 원  장 ■■■ 500,000

원  감 ■■■ 100,000
교사 ■■■ 50,000
교사 ■■■ 50,000
교사 ■■■ 50,000
교사 ■■■ 50,000
교사 ■■■ 50,000
교사 ■■■ 50,000

방과후교사 ■■■ 50,000
행정실장 ■■■ 50,000
보조교사 ■■■ 50,000

2015.9.25. 원  장 ■■■ 1,000,000
원  감 ■■■ 2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방과후교사 ■■■ 100,000
행정실장 ■■■ 100,000
보조교사 ■■■ 100,000
조리사 ■■■ 100,000

통학버스기사 ■■■ 100,000
2016. 2. 2. 원  장 ■■■ 1,000,000

원  감 ■■■ 300,000
교사 ■■■ 100,000
교사 ■■■ 5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방과후교사 ■■■ 100,000
행정실장 ■■■ 100,000
보조교사 ■■■ 50,000
조리사 ■■■ 50,000

통학버스기사 ■■■ 50,000



- 45 -

일련번호 1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4,296,960원

수감부서 한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관 계 기 관  한솔유치원
내       용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실장 ■■■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인천광역시교

육청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

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

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회계는 단년도 회계이므로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세출되어야 하고 보험의 대상은 유치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인으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보험

의 목적은 재난·재해 및 사고발생 시 유치원의 재산과 교직원 및 원아의 손해에 대한 

보전에 있어야 한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에게 권리를 이전 

할 수 있다.

 - 그런데도 한솔유치원에서는 2015.1.2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설립자 겸 

원장 ■■■이고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설정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등의 위험을 보

장하는 개인보험(적립형)을 붙임과 같이 2건을 중복 가입하여 총16회에 걸쳐 매월 



- 46 -

1,010,700원과 507,86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각각 납부하여 총금액 24,296,960원을 지출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개인

보험가입 목적으로 집행한 24,296,96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한솔유치원 행정실장 ■■■

 “회수”

   ① 24,296,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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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솔유치원 설립자가 피보험자인 개인보험(적립형) 가입 내역

(단위 : 원)

상품명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납액

유치원

납부

횟수

납부금액
주계약사항

(비고)보험수익자 만기일자

**  

무배당 

플러스 

저축보험 

기본형

적립형

설립자 겸 원장

■■■
2015.1.26. 1,010,700

총16회

16,171,200
- 피보험자 기준 -

생존시 만기적립금

사망시 사망보험금

(기본6배+적립금)

- 만기시 예상적립금  

 보험①122,400,000원

 보험② 61,200,000원

 합계  183,600,000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2030.1.26. 507,860 8,125,760

합계 1,518,560 24,2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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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한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솔유치원
내       용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실장 ■■■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

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운영계획」및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에 의

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고 수

익자부담경비는 급·간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징수하여 집행한 후에는 반드시 정산

하여 연2회 세부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솔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인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로 구분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나 붙임과 같이 교육비에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여 징수한 사실

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비를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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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시기 바라며, 학부모부담경비를 집행한 후에는 정산하여 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한솔유치원 행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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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솔유치원 학부모 부담 월액 교육비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학년도
수업료

방과후

과  정

학부모부담경비 학부모 

교육비

징수 금액급식비 교재및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2013 115,000 10,000 50,000 0 0 0 175,000

2014 135,000 40,000 50,000 0 0 0 225,000

2015 152,000 50,000 50,000 0 0 0 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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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449,850원

수감기관 한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사학대출금 이자)
관 계 기 관  한솔유치원
내       용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실장 ■■■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

가 확정되고 지출 및 지급 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학교의 수

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

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그런데도, 한솔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노후시설물 보수 공사 목적으로 2014.8.6.부

터 2015.1.27.까지 **공단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유치원 회계에서 원금 

27,000,000원 및 이자 449,8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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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

며, 대출이자 목적으로 이미 집행한 449,85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한솔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한솔유치원 행정실장 ■■■

 “회수”

   ① 449,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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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동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동진유치원
내       용

     동진유치원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2년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4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메뉴

얼」에 의하면,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동진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

금을 지급하면서 ①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직원 개인 카드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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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 후 원장 등에게 현금지급 한 사실이 있으며, ③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관할세

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내

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시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동진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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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동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관 계 기 관  동진유치원
내       용

 동진유치원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2014학

년도)」에는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

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동진유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은 3,670,000원이나 

2014학년도 세출예산 업무추진비를 11,800,000원을 편성하여 5,104,610원을 지출하여 

8,130,000원을 초과 편성하여 1,434,610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9,250,000

원을 편성하여 5,580,000원을 초과 편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여 경상경비(비직접

교육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처분사항  

 “주의”

   ① 동진유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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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4,093,540원

수감부서 동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회 수 

제       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도시가스 사용료)
관 계 기 관  동진유치원
내       용

  동진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

가 확정되고 지출 및 지급 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학교의 수입․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그런데도 동진유치원에서는 원장 소유의 건물에서 1층 ***과 2층, 3층의 유치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계량기가 각 층별로 구분되지 않아 유치원 회계에서 ***

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붙임과 같이 유치원 운영비에

서 전부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사용분 도시가스 사용료 4,093,54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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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① 동진유치원 원장 ■■■

 “회수”

   ① 4,093,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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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진유치원 건물 중 *** 인가면적 도시가스 사용료 추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사용량(㎥)
유치원 도시가스

납부금액
*** 인가

면적 25.34%
비  고

1 2013.03.31. 983 1,001,960 253,897 

***면적(1층)

125.58㎡

유치원인가 면적(2층·3층)

251.16㎡

기타(주택)면적(4층)

118.4㎡

유치원건물 연면적

493.58㎡

유치원인가제외 면적

242.42㎡

2 2013.04.30. 830 852,110 215,925 
3 2013.05.31. 466 480,980 121,880 
4 2013.06.30. 70 84,430 21,395 
5 2013.07.31. 37 39,900 10,111 
6 2013.08.31. 23 25,260 6,401 
7 2013.09.30. 19 21,200 5,372 
8 2013.10.31. 35 37,800 9,579 
9 2013.11.30. 168 176,540 44,735 
10 2013.12.31. 717 748,440 189,655 
11 2014.01.31. 1,009 1,069,400 270,986 
12 2014.02.28. 945 1,037,110 262,804 

2013학년도 소계 5,575,130 1,412,730 

13 2014.03.31. 812 890,780 225,724 
14 2014.04.30. 586 641,750 162,619 
15 2014.05.31. 230 253,840 64,323 
16 2014.06.30. 88 97,820 24,788 
17 2014.07.24. 32 36,520 9,254 
18 2014.08.26. 16 18,900 4,789 
19 2014.09.22. 29 33,130 8,395 
20 2014.10.21. 60 67,160 17,018 
21 2014.11.20. 254 279,710 70,879 
22 2014.12.31. 625 683,880 173,295 
23 2015.01.27. 1,055 1,138,900 288,597 
24 2015.02.25. 1,084 1,123,300 284,644 

2014학년도 소계 5,265,690 1,334,320 

25 2015.03.27. 891 886,880 224,735 
26 2015.04.28. 568 523,470 132,647 
27 2015.05.22. 270 245,940 62,321 
28 2015.06.23. 110 96,200 24,377 
29 2015.07.23. 44 39,190 9,931 
30 2015.08.31. 23 21,190 5,370 
31 2015.09.23. 34 30,950 7,843 
32 2015.10.22. 52 48,230 12,221 
33 2015.11.25. 220 199,700 50,604 
34 2015.12.29. 558 504,610 127,868 
35 2016.01.26. 734 653,310 165,549 
36 2016.02.25. 1,120 927,570 235,046 

2015학년도 소계 4,177,240 1,058,510

37 2016.03.28. 816 661,120 167,528 
38 2016.04.28. 631 475,350 120,454 

2016학년도 소계 1,136,470   287,980 

합  계 16,154,530 4,093,540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연번 유치원명 기간

1 예림 2016. 8.24. ~ 8.26.

원당 3명 

2 해승 2016. 8.30. ~ 9. 1.
3 서해 2016. 9. 5. ~ 9. 7.
4 재은 2016. 9.19. ~ 9.21.
5 해나라 2016. 9.23. ~ 9.27.
6 예일 2016. 9.29. ~10. 4.
7 사랑 2016. 10.6. ~10.10.

2. 지적사항 현황  

 2016년도 하반기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및 처분

유치
원명

연
번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퇴직
여부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예림
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 유치원 급여처리 부적정
(상여금 비과세 처리) 주의

3 차량계약 부적정
(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4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
험료)

시정
(12,768원)

해승
5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복수계좌 사용 등) 경고 퇴직불문

6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적립금) 경고

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차입금) 주의

8 차량계약 부적정
(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9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
험료) 경고 시정

(125,730,620원)



유치
원명

연
번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퇴직
여부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10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
세) 경고 시정

(222,700원)

서해

1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퇴직불문

12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차입금) 주의 퇴직불문

13 차량계약 부적정
(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퇴직불문

14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주민
세) 경고 시정

(137,750원)

15 교원 겸임 업무 부적정 경고 시정
(25,200,000원)

재은
16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17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18 차량계약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주의

19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차
량 유류비 지출) 경고 시정

(123,000원)

20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주민
세) 경고 시정

(140,250원)

2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설립자 
공적이용료) 경고 시정

(3,000,000원)

해나라
22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3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
험료) 경고

시정
(163,125,000원)

24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주의

25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과태
료) 경고

시정
(80,000원)

26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공적이
용료 후원금) 경고

시정
(2,500,000원)



유치
원명

연
번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퇴직
여부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예일
2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8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텃밭 
관리인 급여) 경고 시정

(10,900,000원)

29 차량계약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주의

30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
세) 경고 시정

(944,888원)

31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부적정 경고 시정
(910,000원)

사랑
32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주의

33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지출) 주의

34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
세) 경고 시정

(1,660,510원)

35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저축보험료) 경고 시정

(142,272,000원)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예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예림유치원
내       용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3.3.13.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

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예림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으며, ③관할세

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예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급여처리 부적정(상여금 비과세 처리)
관 계 기 관  예림유치원
내       용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3.3.13.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

당하고 있다.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

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소득세법」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

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이하생략)

  ○ 「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86조(납세의무

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런데도 예림유치원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에게 명절 및 휴가상여금 

등 명목으로 50,000원 ~ 500,000원까지 지급하면서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붙임] 명절 및 휴가 등 상여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일시 직 성명 금액 비고

2015.2.17. 조리사 ■■■ 50,000

시간제 보조 ■■■ 50,000

원장 ■■■ 5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2015.7.24. 조리사 ■■■ 50,000

시간제 보조 ■■■ 50,000

원장 ■■■ 3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50,000

2015.9.25. 조리사 ■■■ 50,000

시간제 보조 ■■■ 50,000

원장 ■■■ 3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50,000



(단위 : 원)

일시 직 성명 금액 비고

2015.12.24. 조리사 ■■■ 50,000

시간제 보조 ■■■ 50,000

원장 ■■■ 3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50,000

2016.2.5. 조리사 ■■■ 50,000

시간제 보조 ■■■ 50,000

원장 ■■■ 3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100,000

교사 ■■■ 50,00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예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관 계 기 관  예림유치원
내       용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3.3.13.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

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

한지 확인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림유치원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총 3건의 유치원 통학차량을 임

차 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하면서 ①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

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3 ~ 

2015학년도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예림유치원 통학차량 외에 인근 유치원의 통학차량 

또는 전세버스를 월 2회 정도 추가 이용하면서 임차료를 운전원에 지급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

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계약 상대방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계약

을 체결하고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현장학습 차량운행 시 원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2,768원

수감부서 예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관 계 기 관  예림유치원
내       용

예림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3.3.13.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

당하고 있다.

  ○『2013 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 서부교육지원청』및『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

조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

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

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

  ○『사립유치원 보험관리 기준(2014.11.),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보

험관리 기준 시행 전 유치원에서 재난 ·재해 및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입한 만기 시 

수취 가능한 환급형 성격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전액 환급될 수 있도록 

가입자(계약인), 대상자(피보험자), 수익자(수령인)는 모두 원장 등 개인이 아닌 유치원, 

교직원 및 원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예림유치원에서는 2013. 3. 4.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장보험

료 68,122원 중 개인보장보험료(원장 ■■■) 월 304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42개

월 간 총액 12,768원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개인

보장보험료로 지출한 12,768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시정”

   ① 12,768원



[붙임] 재산종합보험 가입현황

(단위 : 원)

계약세부 사항 납입액(월/원) 보험가입 현황

보장

보험료

상해담보 304

 ․ 상 품 명 : **********종합보험

 ․ 납입기간 : 5년(2013.03.04.~2018.03.04.)

 ․ 계 약 자 : ■■■ (2014.3.17 이후 예림유치원 변경)

 ․ 만기수익자 : ■■■ (2014.3.17 이후 예림유치원 변경)

재산담보 67,818

적립보험료 431,878

계 500,000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복수계좌 사용 등)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교사 ■■■는 2013.3.1. ~ 2015.2.28.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교사 ■■

■는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
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

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3년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 자금관리에 있어서 교

육청지원금 계좌와 학부모납부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였고,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

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으며, ③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④ 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고,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

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승유치원 원장 ■■■
   ② 해승유치원 교사 ■■■(퇴직불문)
   ③ 해승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적립금)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

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적립목적

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에서는 ① 2013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총 16회에 걸쳐 시설적

립금을 적립하면서도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적

립금을 운영하였으며, ② 2015학년도에는 적립금 목적에 맞지 않는 *** 컨설팅 비용을 

적립금으로 불입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③ 2013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립금을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예산서에 계상하여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승유치원 원장 ■■■



[붙임] 해승유치원 적립금 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과목 예산액 적립일자 적립금액 적립금 관리계좌

1

2013 적립금 0

2014.02.28. 2,800,000

① 2013학년도(**)

***-*****-**-***

(해승유치원)

②2015학년도(**)

***-*****-**-***

(해승유치원)

2 2014.02.28. 2,900,000

3 2014.02.28. 1,400,000

4 2014.02.28. 1,307,926

5 2014.02.28. 2,400,000

6 2014.02.28. 2,600,000

소계 0 13,407,926

5

2015 적립금 0

2016.02.26. 4,600,000

6 2016.02.26. 4,000,000

7 2016.02.27. 2,400,000

8 2016.02.27. 2,300,000

9 2016.02.27. 1,300,000

10 2016.02.29. 2,800,000

11 2016.02.29. 2,600,000

12 2016.02.29. 2,750,000

13 2016.02.29. 2,950,000

14 2016.02.29. 2,651,226

소계 0 28,351,226

합  계 41,759,152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차입금)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설립자 겸 사무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

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

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에서는 2013 ~ 2014학년도까지 2년간 총 6회에 걸쳐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사전에 차입처, 차입사유, 상황방법, 상환계획 등 차입금의 허가 신

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일시 차입금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해승유치원 원장 ■■■

   ② 설립자 겸 사무원 ■■■



[붙임] 차입금 입금 및 상환내역

(단위 : 원)

차입내역 상환내역

일자 금액 차입자 일자 금액 상환자

2013.3.25. 9,000,000 ■■■ 2013.3.29. 9,000,000 해승유치원

2013.3.25. 6,000,000 ■■■ 2013.3.29. 6,000,000 해승유치원

2013.3.27. 5,000,000 ■■■ 2013.3.29. 5,000,000 해승유치원

2014.7.24. 3,000,000 ■■■ 2014.7.29. 3,000,000 해승유치원

2014.7.24. 9,000,000 ■■■ 2014.7.29. 9,000,000 해승유치원

2014.7.25. 1,000,000 ■■■ 2014.7.29. 1,000,000 해승유치원

차입금합계 33,000,000 상환금합계 33,000,000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설립자 겸 사무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

한지 확인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총 3건의 유치원 통학차량을 

임차 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하면서 ①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3 ~ 2015학년도 현장

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임차료를 운전원에게 지급하고, 계

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

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해승유치원 원장 ■■■

   ② 설립자 겸 사무원 ■■■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25,730,620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설립자 겸 사무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

원의 책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 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

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회계는 단년

도 회계이므로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세출되어야 하고 보험의 대상은 유치

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인으

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 환급 보험료를 반드시 유치원 회계

로 세입 처리하여 온전히 유치원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에서는 ① 개인연금보험(적립형) 2건(2010년 1건, 2012년 1건) 

가입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총 96,7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② 화재보험(2010.10.25.~2015.10.25.자 만기) 1건은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만기환급 처리를 하지 않아 만기환급금(28,950,620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125,730,620원의 금액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개

인연금보험료로 지출한 96,780,000원과 만기환급금 28,950,620원 총 125,730,620원을 회

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승유치원 원장 ■■■

   ② 해승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원 ■■■

 “시정”

   ① 125,730,620원



[붙임] 보험가입내역

(단위 : 원)

연

번
보험종류

월 보험료

(원)
계약자 보험기간

피보험

자

만기수

익자
만기수령액

비고

(현재까지 

납입액)

1
연금보험

(**)

300,000

(10년납)

해승

유치원

2010.10.26.~ 종신

연금개시일자

(2028.10.26.)

■■■ 미정 21,300,000

2
연금보험

(**)

1,480,000

(10년납)

해승

유치원

2012.06.08.~ 종신

연금개시연령

(피보험자 65세 도달 시)

■■■

(58년생)
미정 75,480,000

3
화재보험

(**)

500,000
해승

유치원

2010.10.25.

~ 2015.10.25.

해승

유치원

28,950,620

(만기환급금)
보장:  19,993

적립: 480,007

4
화재보험

(**)

500,000
해승

유치원

2013.05.07.

~ 2018.05.07.

해승

유치원
보장:  48,013

적립: 451,987

5
화재보험

(**)

500,000
해승

유치원

2015.11.30.

~ 2020.11.30.

해승

유치원
보장:  37,659

적립: 462,341

유치원 회계로 회수 금액 소계 28,950,620 96,780,000

유치원 회계로 회수 금액 합계 125,730,620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22,700원

수감부서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관 계 기 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설립자 겸 사무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

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

용하지 못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16.7.15. 총 222,700원(재산세 건물분)을 유치

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

산세로 지출한 222,7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승유치원 원장 ■■■

   ② 해승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원 ■■■

 “시정”
   ① 222,700원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서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서해유치원
내       용

  서해유치원 원장 ■■■은 2013.3.1. ~ 2014.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였

고, 원장 ■■■는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교사 ■■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인사·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
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9

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해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서해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서해유치원 원장 ■■■

   ③ 서해유치원 행정원 ■■■

   ④ 서해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서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차입금)

관 계 기 관  서해유치원
내       용

  서해유치원 원장 ■■■은 2013.3.1. ~ 2014.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였

고, 행정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

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

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 그런데도 서해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 1년간 총 2회에 걸쳐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

면서 사전에 차입처, 차입사유, 상황방법, 상환계획 등 차입금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

비 서류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일시 차입금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서해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서해유치원 행정원 ■■■



[붙임] 차입금 입금 및 상환내역

(단위 : 원)

차입내역 상환내역

일자 금액 차입자 일자 금액 상환자

2013.6.25. 10,000,000 *** 2013.6.26. 10,000,000 서해유치원

2013.6.25. 5,000,000 *** 2013.6.27. 5,000,000 서해유치원

차입금합계 15,000,000 상환금합계 15,000,000



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서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관 계 기 관  서해유치원
내       용

  서해유치원 원장 ■■■은 2013.3.1. ~ 2014.2.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였

고, 원장 ■■■는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교사 ■■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인사·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

한지 확인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서해유치원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총 6건의 유치원 통학차량을 임

차 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하면서 ① 일부 계약 건에서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3 ~ 

2015학년도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임차료를 운전원에

게 지급하고,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

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

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서해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서해유치원 원장 ■■■

   ③ 서해유치원 행정원 ■■■

   ④ 서해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37,750원

수감부서 서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주민세)

관 계 기 관  서해유치원
내       용

  서해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

75조2항 (납세의무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

용하지 못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 그런데도 서해유치원 원장 ■■■는 2016.7.21. *** 소유의 서해유치원 과세면적 551

㎡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총 137,750원을 자진 신고에 의하여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

민세로 지출한 137,75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서해유치원 원장 ■■■

   ② 서해유치원 행정원 ■■■

 “시정”

   ① 137,750원



일련번호 1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5,200,000원

수감부서 서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교원 겸임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해유치원
내       용

  서해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원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교사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인사·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

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제18조(겸임)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2(겸임)의 규정에 의하

면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

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ㆍ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

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

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ㆍ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그런데도 서해유치원의 교사 ■■■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서해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교원 임용 계약과 별도로 

겸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행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원 급여 외에 12

개월 간 행정직 급여 총액 25,2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당 

수급한 25,2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서해유치원 원장 ■■■

   ② 서해유치원 행정원 ■■■

   ③ 서해유치원 교사 ■■■

 “시정”

   ① 25,200,000원



[붙임] 월별 급여 부당지급 내역(2015.3. ~ 2016.2.)

(단위 : 원)

회계년도 직급 성명 지급월 지급액 비고

2015

교사 ■■■ 2015. 3. 2,100,000

행정직

급여 지급

교사 ■■■ 2015. 4. 2,100,000

교사 ■■■ 2015. 5. 2,100,000

교사 ■■■ 2015. 6. 2,100,000

교사 ■■■ 2015. 7. 2,100,000

교사 ■■■ 2015. 8. 2,100,000

교사 ■■■ 2015. 9. 2,100,000

교사 ■■■ 2015. 10. 2,100,000

교사 ■■■ 2015. 11. 2,100,000

교사 ■■■ 2015. 12. 2,100,000

교사 ■■■ 2016. 1. 2,100,000

교사 ■■■ 2016. 2. 2,100,000

총     액 25,200,000



일련번호 1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

당 예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재은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1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

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2014학년도)」에 의하면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이 4,48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재은유치원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업무추진비를 

4,700,000원 편성하여 220,000원 초과하였고, 또한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

야 하나 예산액을 3,577,024원 초과하여 8,057,024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계상한도를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재은유치원 원장 ■■■



[붙임]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2014학년도)

(단위 : 원)

교당

급당 교직원당

합계

단가 학급수 소계 단가 교직원수 소계

3,000,000 60,000 6 360,000 70,000 16 1,120,000 4,480,000



일련번호 1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

한지 확인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총 25건의 현장학습 차량을 임

차하면서 ① 일부 임차 건에서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

급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

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

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현장학습차량 계약 상대방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현장학습 차량운행 시 원

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재은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1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23,000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차량 유류비 지출)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 원장 ■■■은 본인 소유의 차량(휘발유)의 유류비를 

2016.6.13.(82,000원), 2016.7.22.(41,000원) 총 2회(123,000원)에 걸쳐 유치원 회계에서 지

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개인

차량유류비 목적으로 지출한 123,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재은유치원 원장 ■■■
 “시정”

   ① 123,000원



일련번호 2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40,250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주민세)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

75조2항 (납세의무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

용하지 못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6.7.19. ■■■(설립자) 소유의 재은유치원 
과세면적 560.94㎡ 해당하는 주민세(재산분) 총 140,2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민

세로 지출한 140,25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재은유치원 원장 ■■■
 “시정”

   ① 140,250원



일련번호 2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3,000,000원

수감부서 재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설립자 공적이용료)
관 계 기 관  재은유치원
내       용

재은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제2항에 의하면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사학기관 재

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

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

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

분)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4의 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재은유치원에서는 2016학년도 유치원 회계에서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의 공적이

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현행 관련 법규와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 근거가 

없는 공적이용료 6,000,000원(500,000원×12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월부터 8월까

지 월 500,000원씩 6회 걸쳐 설립자에게 총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적이용료로 지출한 3,0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재은유치원 원장 ■■■

 “시정”

   ① 3,000,000원



일련번호 2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해나라유치원
내       용

해나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나라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물품구입, 용역 대금

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해나라유치원 원장 ■■■
   ② 해나라유치원 행정실장 ■■■



일련번호 2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63,125,000원

수감부서 해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인보험료)
관 계 기 관  해나라유치원
내       용

해나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

원의 책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 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

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보험의 대상은 유

치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

인으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에게 권

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 환급 보험료를 반드시 유치

원 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온전히 유치원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그런데도 해나라유치원에서는 개인연금보험(적립형) 1건을 2012.4.26. 가입하여 감

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총 263,1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금액(100,000,000원)을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개인

연금보험료로 지출한 금액(263,125,000) 중 유치원 회계에 세입 처리한 금액(100,000,000

원)을 제외한 총 163,125,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나라유치원 원장 ■■■
   ② 해나라유치원 행정실장 ■■■

 “시정”

   ① 163,125,000원



[붙임] 보험가입내역

(단위 : 원)

연번 보험종류
월 보험료

(원)
계약자 보험기간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만기수령액

비고

(현재까지 

납입액)

1
연금보험

(***)

5,000,000

(10년납)
해나라유치원

2012.04.26.~ 종신

연금개시일자

(피보험자 60세 도달 시)

■■■ 미정 263,125,000

 <연금보험 납입 내역 상세>

 1. 유치원 회계에서 연금보험(***)으로 지출 금액  

기간 월 지출금액(원) 계(원) 지출처

2012.04.26.

~ 2014.07.15.(28개월)
5,000,000 140,000,000 ***연금보험

2014.08.29.

~ 2016.08.31.(25개월)
4,925,000 123,125,000 ***연금보험

합계 263,125,000

 2. 연금보험(***)에서 유치원 회계로 세입 처리 금액

일자 금액(원) 입금통장 비고

2015.02.27. 27,000,000
***-*****-**-***

(해나라유치원)

2015.08.05. 40,000,000
***-*****-**-***

(해나라유치원)

2016.02.25. 33,000,000
***-*****-**-***

(해나라유치원)

합계 100,000,000

 3. 유치원 회계로부터 연금보험으로 지출한 금액 중 회수 금액 

총 지출금액(원) 세입처리 금액(원) 회수 금액(원) 비고

263,125,000 100,000,000 163,125,000

회수 금액(원) 163,125,000



일련번호 2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해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해나라유치원
내       용

해나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15조의 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예산과목의 구

분 중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기적성교육비, 학생수련비, 학교급식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운영계획」및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에 의

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고 수

익자부담경비는 급· 간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징수하여 집행한 후에는 반드시 

정산하여 연2회 세부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나라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의거하

여 예산편성 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수업료와 구분하여야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

고,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교재 및 재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수업료

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고 징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해나라유치원 원장 ■■■
   ② 해나라유치원 행정실장 ■■■



[붙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학년도

수업료
방과후

과  정

학부모부담경비
교육비

징수액
급식비 교재및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2013 150,000 30,000 50,000 - - - 230,000

2014 180,000 40,000 50,000 - - - 270,000

2015 210,000 40,000 50,000 - - - 300,000



일련번호 2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80,000원

수감부서 해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과태료)
관 계 기 관  해나라유치원
내       용

해나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공공기관으로서의 의

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

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그런데도 해나라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중에 통학차량 운

행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금 8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태

료로 지출한 8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나라유치원 원장 ■■■
   ② 해나라유치원 행정실장 ■■■

 “시정”

   ① 80,000원



일련번호 2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500,000원

수감부서 해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공적이용료 후원금)
관 계 기 관  해나라유치원
내       용

해나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행정실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확정된 예
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효
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해나라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및 

기본운영과 관련이 없는 공적이용료 후원금 목적으로 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공적

이용료 후원금으로 지출한 2,5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해나라유치원 원장 ■■■
   ② 해나라유치원 행정실장 ■■■
 “시정”

   ① 2,500,000원



일련번호 2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예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서 미작성 등)
관 계 기 관  예일유치원
내       용

예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제1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및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품의 결재 후 집행을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예일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①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원장 품의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예

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시 품의서 결재를 득하여 회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예일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0,900,000원

수감부서 예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텃밭 관리인 급여)
관 계 기 관  예일유치원
내       용

예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

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예일유치원 원장 ■■■은 2013.4.1.부터 2014.2.27.까지 11회에 걸쳐 ■■

■(설립자) 소유 토지의 텃밭 관리인(■■■) 급여 명목으로 총 10,9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텃밭 

관리인 급여로 지출한 10,9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예일유치원 원장 ■■■
 “시정”

   ① 10,900,000원



[붙임] 텃밭 관리인 급여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일자 금액 내용 수취인

1 2013.04.01.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2 2013.04.30.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3 2013.05.31.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4 2013.06.30.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5 2013.07.31.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6 2013.08.30.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7 2013.09.30.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8 2013.10.31.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9 2013.11.29.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10 2013.12.30. 1,0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11 2014.02.27. 900,000 텃밭 관리인 급여 ■■■

총액 10,900,000



일련번호 2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예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관 계 기 관  예일유치원
내       용

예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

한지 확인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일유치원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총 36건의 현장학습 차량을 임

차하면서 ① 일부 임차 건에서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

급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

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

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현장학습차량 계약 상대방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현장학습 차량운행 시 원

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예일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3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944,888원

수감부서 예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관 계 기 관  예일유치원
내       용

예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

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

용하지 못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예일유치원 원장 ■■■은 2016.7.21.(건물재산세 743,070원) 및 2016.9.9.

(토지재산세 201,818원) 2회에 걸쳐 ■■■(설립자) 소유의 예일유치원 건물 및 토지 재

산세 총 944,888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재산

세로 지출한 944,888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예일유치원 원장 ■■■

 “시정”

   ① 944,888원



일련번호 3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910,000원

수감부서 예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부적정

관 계 기 관  예일유치원
내       용

예일유치원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방과후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

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유아교육법」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인천 유아교육 운영계획(2013~2014학년도)」에 의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

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도

록 되어 있고, 방과후과정 이용 확인을 위해 출석부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일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방과후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

터 방과후과정 교육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상 원아를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원아에 대한 방과후과정 교육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또한 매월 방과후과정교육비 

80,000원 중 지원금 70,000원을 제외한 10,000원의 학부모부담 교육비도 징수한 사실이 

없다. 이는 방과후교육과정 대상 원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출석부에 임의로 원아를 등

록하고 방과후교육과정지원금 총 910,000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은 부당수급에 해

당함.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당

수급한 910,000원을 회수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예일유치원 원장 ■■■

 “시정”

   ① 910,000원



[붙임] 방과후교육과정 지원금 부당 수급 현황

(단위 : 원)

회계

연도
대상자

지원내역(분기별)

총액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

*** 210,000 210,000 210,000 70,000 700,000
2014.12.31. 

퇴반 처리

*** 210,000 - - - 210,000
2014.06.01. 

퇴반 처리

합  계 910,000



일련번호 3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관 계 기 관  사랑유치원
내       용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

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

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사랑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

당 예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3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주 의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지출)
관 계 기 관  사랑유치원
내       용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

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2014학년도)」에 의하면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사랑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이 5,15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유치원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업무추진비를 24,600,000원 

편성하여 19,450,000원 초과 편성하였고 또한 24,554,210원을 지출하여 19,404,210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이 5,0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유치원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업무추진비를 21,000,000원 편성하여 

15,920,000원 초과 편성하였고 또한 16,589,740원을 지출하여 11,509,740원을 초과 집행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계상한도를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①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붙임]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기준액(2014 ~ 2015학년도)

(단위 : 천원)

학년도 교당

급당 교직원당

합계

단가 학급수 소계 단가 교직원수 소계

2014 3,000 60 9 540 70 23 1,610 5,150

2015 3,000 60 9 540 70 22 1,540 5,080



일련번호 3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660,510원

수감부서 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관 계 기 관  사랑유치원
내       용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

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

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

용하지 못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사랑유치원 원장 겸 설립자 ■■■은 본인 소유의 사랑유치원 건물재산세 

총 1,660,5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2016.7.15.)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

산세로 지출한 1,660,51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시정”

   ① 1,660,510원



일련번호 3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42,272,000원

수감부서 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7.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 고 , 시 정 

제       목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저축보험료)

관 계 기 관  사랑유치원
내       용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

원의 책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 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

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보험의 대상은 유

치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인

으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사랑유치원에서는 저축보험(적립형) 1건을 2012.10.30. 가입하여 2015.9.25. 

까지 3,952,000원씩 36회에 걸쳐 유치원 회계에서 총 142,27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저축

보험료로 지출한 142,272,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① 사랑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시정”

   ① 142,272,000원



[붙임] 저축보험 가입내역

(단위 : 원)

보험종류 월 보험료 계약자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납입액 비고

저축보험

(**)

3,952,000

(3년납)
사랑유치원

2012.10.30.~ 

2017.10.30.(5년)
■■■ 142,272,000



                           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2017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및 처분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연
번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관
1
2
3
4
5
6

경인무지개유치원 
에녹유치원
한샘유치원
산들유치원
하늘유치원
뿌리유치원

2017.3.20.∼3.22.〈3일〉
2017.3.23.∼3.27.〈3일〉
2017.3.29.∼3.31.〈3일〉
2017.4.03.∼4.05.〈3일〉
2017.4.07.∼4.11.〈3일〉
2017.4.12.∼4.14.〈3일〉 원당 3명

7
8
9
10
11
12

희망찬유치원
바다유치원

아름다운유치원
명문유치원
노틀담유치원
새미일유치원

2017.3.20.∼3.22.〈3일〉
2017.3.23.∼3.27.〈3일〉
2017.3.29.∼3.31.〈3일〉
2017.4.03.∼4.05.〈3일〉
2017.4.07.∼4.11.〈3일〉
2017.4.12.∼4.14.〈3일〉

2. 지적사항 현황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1 경인무지개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납부)

경고
회수(222,510원)

2 경인무지개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3 희망찬
유치원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차입금 사용 절차 미 준수)
주의

4 희망찬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설 무단 용도 변경)
경고

회수(18,700,000원)
5 희망찬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설립자 공적이용료)

경고
회수(25,000,000원)

6 에녹
유치원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세무서 제출 소홀
주의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7 에녹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8 바다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9 한샘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학대출금 납부)

경고
회수(2,949,580원)

10 한샘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11 아름다운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부적정 주의
12 아름다운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원이 아닌 운전자 상여금 지급)

경고
회수(500,000원)

13 아름다운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태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10,034,324원)

14 산들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학대출금 납부)

경고
회수(8,305,980원)

15 산들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등 지출)

경고
회수(5,116,320원)

16 산들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보험료 지출 및 관할청 미신고)

경고
회수(72,756,660원)

17 산들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건물구입비 등 지출)

경고
회수(79,722,080원)

18 명문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19 명문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납부)

경고
회수(3,784,780원)

20 하늘
유치원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세무서 제출 소홀
주의

21 하늘
유치원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차입금 사용 절차 미 준수)
주의

22 노틀담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주의

23 뿌리
유치원

각종 급여 공제금 관리 소홀

(사회보험 미가입)
주의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24 뿌리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25 새미일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26 새미일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태료 및 재산세 납부)

경고
회수(1,605,650원)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22,510원

수감기관 경인무지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납부)

관계기관 : 경인무지개유치원

내 용 :  

   경인무지개유치원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이고, 교사 ■■■은 

2013.3.1.~2015.5.31.까지 회계관리를 하였고, 교사 ■■■는 2015.6.18.~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107조(납세

의무자)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경인무지개유치원 원장 ■■■은 설립자 ■■■ 소유의 경인무지개유치원 2016년 

재산세 총 222,5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222,51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경인무지개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경인무지개유치원 원장 ■■■

② 경인무지개유치원 교사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경인무지개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경인무지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경인무지개유치원

내 용 :  

    경인무지개유치원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이고, 교사 ■■■은 

2013.3.1.~2015.5.31.까지 회계관리를 하였고, 교사 ■■■는 2015.6.18.~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

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

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경인무지개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개인을 상대방으로 총 20건

(3,493,000원)의 현장학습차량을 운영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

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경인무지개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경인무지개유치원 원장 ■■■

② 경인무지개유치원 교사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경인무지개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희망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차입금 사용 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 희망찬 유치원

내 용 :  

   희망찬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 및 ｢2014년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 매

뉴얼｣ 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

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 기재서류

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희망찬유치원에서는 2015~2016학년도까지 차입금총액 52,600,000원과 상환

금총액 52,500,000원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도 사전에 차입처, 차입사유, 상환방법, 상환계획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차입금을 운용하였으며, 차입금 총액

과 상환금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희망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희망찬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8,700,000원

수감기관 희망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시설 무단 용도 변경)

관계기관 : 희망찬유치원

내 용 :  

   희망찬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

가 신청 등)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희망찬유치원에서는 2015년 유치원 1층 옥내자주식 주차장 일부를 교사실 

및 원장실로 증축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17.03.22.)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인가 신청

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증축공사 비용 18,7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

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설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서부교육지

원청에 인가를 받으시고, (또는 최종 인가 상태로 시설의 원상복구) 무단 증축 공사

비 18,700,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하시기 바라며,

【경고】희망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희망찬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5,000,000원

수감기관 희망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설립자 공적이용료)

관계기관 : 희망찬 유치원

내 용 :  

   희망찬유치원 행정실장 ■■■는 2014.3.1.~2015.4.15.일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

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 및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

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

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4의 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희망찬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의 공적이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현행 관련 법규와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 근거가 없는 공적이용료의 

관 · 항으로 6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4회에 분할하여 설립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라며, 공적 이용료 목적으로 집행한 25,000,000원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희망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희망찬유치원 원장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희망찬유치원 행정실장 ■■■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에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세무서 제출 소홀

관계기관 : 에녹 유치원

내 용 :  

   에녹유치원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받

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다. 

  ▷ 그런데도 에녹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

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를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에녹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에녹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에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에녹유치원

내 용 :  

   에녹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

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

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녹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업체를 상대방으로 총 41건

(28,817,000원)의 현장학습차량을 운영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

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에녹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에녹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바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바다유치원

내 용 :  

   바다유치원 원장 ■■■은 2014.3.1.~ 2016.2.29.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이었고, 교사 ■■■

는 2014.3.1.~2016.2.29.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였고, 원장 ■■■은 2016.3.1.~2016.6.30.까

지 유치원 업무 총괄하였으며, 원장 ■■■은 2016.7.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

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

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바다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까지  총 58건(13,123,000원)의 현장학습

을 실시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 적격



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학습 차

량운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바다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바다유치원 원장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바다유치원 원장 ■■■

② 바다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949,580원

수감기관 한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사학대출금 납부)

관계기관 : 한샘 유치원

내 용 :  

   한샘유치원 설립자겸 원장 ■■■는 2014.3.1.~2014.8.31.일까지 유치원 업무 총괄 이었

고, 원장 ■■■은 2014.9.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감 ■■■는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 및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

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

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

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

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샘유치원에서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설립자겸 원장 ■■■ 및 원감 ■

■■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용도로 사학연금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금액을 개인이 아

닌 유치원회계에서 원금과 이자 총 2,949,5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라며, 사학연금대출금으로 집행한 2,949,580원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조치 하

시기 바라며 

【경고】한샘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한샘유치원 원장 ■■■

①한샘유치원 원감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한샘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한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한샘유치원

내 용 :  

   한샘유치원 설립자겸 원장 ■■■는 2014.3.1.~2014.8.31.일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 하였

고, 원장 ■■■은 2014.9.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감 ■■■는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샘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업체를 상대방으로 33건

(22,015,400원), 개인을 상대방으로 23건(2,010,000원) 총 56건(24,025,400원)의 현장학습차

량을 운영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

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한샘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한샘유치원 원장 ■■■

② 한샘유치원 원감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한샘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아름다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 아름다운유치원

내 용 :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4.11.30.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원

장 ■■■는 2014.12.26.~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

성·운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유

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

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 등 운영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름다운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

원회 회칙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제4조

(기능)에서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아름다운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

위원회 규정을 2016. 3. 1.에서야 제정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



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비 납입금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운영

위원회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름다운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

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500,000원

수감기관 아름다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직원이 아닌 운전자 상여금 지급)

관계기관 : 아름다운유치원

내 용 :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는 2014.12.26.~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5.3.1.~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

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아름다운유치원에서는 2015년부터 차량소유주인 ■■■과 통학차량 사용 계약

을 체결하여 매월 2,5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기사 상여금’ 명목으로 2016. 7. 29.에 교비회계에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상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5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

시기 바라며

【경고】아름다운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

② 아름다운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0,034,324원

수감기관 아름다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태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아름다운유치원

내 용 :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4.11.30.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교

사 ■■■은 2014.3.1.~2015.11.30.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원장 ■■■는 

2014.12.26.~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5.3.1.~현재까지 회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

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

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

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아름다운유치원에서는 ① 2014~2016학년도까지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관

계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사학연금 연체료 총 

268,75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고 ② 유치원 시설이 아닌 3층 301호의 전기

사용 요금을  2014~2016학년도까지  총 8,931,489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전부 지출하였으며, 

2014학년도에는 청구된 전기요금을 초과하여 총 834,085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

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태료 및 연체료(268,750원)와 전기요금(9,765,574원)으로 지출한 금액 총 

10,034,324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아름다운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

② 아름다운유치원 교사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아름다운유치원 원장 ■■■

② 아름다운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8,305,980원

수감기관 산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사학대출금 납부)

관계기관 : 산들 유치원

내 용 :  

   산들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6.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 및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

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

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

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

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산들유치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원장 ■■■ 및 교사 ■■

■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용도로 사학연금을 대출 받아 개인이 아닌 유치원회계에서 원

금과 이자 총 8,305,9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라며, 사학연금대출금으로 집행한 8,305,980원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조치 하

시기 바라며 

【경고】산들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산들유치원 원장 ■■■

①산들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1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5,116,320원

수감기관 산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등 지출)

관계기관 : 산들유치원

내 용 :  

   산들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6.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거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한,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

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

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제107조 1항(납세의무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산들유치원 원장 ■■■는 ①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본인 및 자녀

의 과태료,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등 총 2,976,42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고, ②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시설이 아닌 3층(주택)의 전기사용 

요금 총 2,139,9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산세 등으로 지출한 5,116,32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

기 바라며, 

【경고】산들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산들유치원 원장 ■■■

② 산들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1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2,756,660원

수감기관 산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보험료 지출 및 관할청 미신고)

관계기관 : 산들유치원

내 용 :  

   산들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6.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

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 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보험의 대상은 유치원·교직원·원아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익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설립자 등 개인으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산들유치원 원장 ■■■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를 설립자와 특

정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한 저축보험 2건 및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1건, 총 3건

에 관하여 보험료 총 72,756,66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상해보험

은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차례 가입보험현황을 신고하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험료로 지출한 72,756,66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산들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산들유치원 원장 ■■■

② 산들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1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9,722,080원

수감기관 산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물구입비 등 지출)

관계기관 : 산들유치원

내 용 :  

  산들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6.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

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산들유치원 원장 ■■■는 본인 소유의 건물(계양구*******)을 구입하면서 구

입대금 일부와 건물 공사비 총 79,722,08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건물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79,722,08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

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산들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산들유치원 원장 ■■■

② 산들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1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명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명문유치원

내 용 :  

    명문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

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

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

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 의하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채

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에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만,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명문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 까지 ① 총 36건(58,800,000원)의 유

치원 통학차량을 임차 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하면서 2014년 3월 ~ 2016년 10월까지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총 58건(8,884,000원)의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상대

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

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

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명문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명문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1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784,780원

수감기관 명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납부)

관계기관 : 명문유치원

내 용 :  

   명문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107조 1

항(납세의무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명문유치원에서는 2014.9.24.(토지재산세 1,094,210원), 2015.7.21.(건물재산

세 340,870원), 2015.9.30.(토지재산세 1,173,080원), 2016.9.30.(토지재산세 1,176,620원) 4

회에 걸쳐 설립자 ■■■ 소유의 명문유치원 건물 및 토지 재산세 총 3,784,78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산세로 지출한 3,784,78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명문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명문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하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세무서 제출 소홀

관계기관 : 하늘 유치원

내 용 :  

   하늘유치원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받

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다.

  ▷ 그런데도 하늘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

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를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하늘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하늘유치원 원장 ■■■

② 하늘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하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차입금 사용 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 하늘유치원

내 용 :  

   하늘유치원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

■은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 및 ｢2014년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 매

뉴얼｣ 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

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 기재서류

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하늘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면서도 사

전에 차입처, 차입사유, 상환방법, 상환계획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차입금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차입금 총액과 상환금 총액이 일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늘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하늘유치원 원장 ■■■

② 하늘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6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노틀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관계기관 : 노틀담유치원

내 용 :  

  노틀담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5.2.28. 까지, 원장 ■■■은 2015.4.1.~2016.

2.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사무직 ■■■은 2014.3.1.~2015.2.28.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감대리 ■■■는 2015.3.1.~2016.2.28.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였고, 원장 ■

■■는 2016.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 ■■■는 2016.3.1.~현재까

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014년, 2015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운영계획」 및 「2014년, 2016년도 사

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수

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세부 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노틀담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급식비, 교통비, 견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하여 그 세부 집행 내역을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

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노틀담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노틀담유치원 원장 ■■■

② 노틀담유치원 원감대리 ■■■

③ 노틀담유치원 교사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노틀담유치원 원장 ■■■

② 노틀담유치원 원장 ■■■

③ 노틀담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뿌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각종 급여 공제금 관리 소홀(사회보험 미가입)

관계기관 : 뿌리 유치원

내 용 :  

   뿌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은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제20조의(근로소득), 제127조의(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

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및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에 

의하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

에서제외되는사람)에 의하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

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제8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제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제

외근로자)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적용

제외사업)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뿌리유치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을 채용하면서 사

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고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업

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소득은 추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뿌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관련자 “주의” 

① 뿌리유치원 원장 ■■■

② 뿌리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뿌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뿌리유치원

내 용 :  

   뿌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직 ■■■은 2014.3.1.~ 현재까지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뿌리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업체를 상대방으로 12건

(2,560,000원), 개인을 상대방으로 110건(6,350,000원) 총 122건(8,910,000원)의 현장학습차

량을 운영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적



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뿌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뿌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뿌리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새미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관계기관 : 새미일유치원

내 용 :  

    새미일유치원 행정직 ■■■은 2015.3.1.~2017.2.28. 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새미일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총 27건(18,420,000원)의 현장

학습을 실시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운전자

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 현황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



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새미일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새미일유치원 원장 ■■■

관련자 “주의”(퇴직불문)

① 새미일유치원 행정직 ■■■



일련번호 2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605,650원

수감기관 새미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태료 및 재산세 납부)

관계기관 : 새미일유치원

내 용 :  

     새미일유치원 행정직 ■■■은 2015.3.1.~2017.2.28. 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장 

■■■은 2014.3.1.~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거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한,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

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

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제107조 1항(납세의무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새미일유치원에서는 ①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통학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40,000원을 2014.11.17.에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②설립

자 ■■■ 소유의 새미일유치원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2015년, 2016년 재산세 총 

1,565,65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태료 및 재산세로 지출한 1,605,65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

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새미일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새미일유치원 원장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새미일유치원 사무직 ■■■



                           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2017년도 하반기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재무감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및 처분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자

예지유치원 
한신유치원
단비유치원
상아유치원

재무

2017.9.04.∼9.06.〈3일〉
2017.9.08.∼9.12.〈3일〉
2017.9.13.∼9.15.〈3일〉
2017.9.18.∼9.20.〈3일〉

원당 3명
큰사랑유치원
연희유치원

산울림유치원
미래유치원

한우리유치원

재무

2017.8.30.∼9.01.〈3일〉
2017.9.04.∼9.06.〈3일〉
2017.9.08.∼9.12.〈3일〉
2017.9.13.∼9.15.〈3일〉
2017.9.18.∼9.20.〈3일〉

2. 지적사항 현황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1 큰사랑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주의 - -

2 예지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세 및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7,988,740원) -

3 연희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연체료 및 개인차량 유류비 지출 부적정)

주의 - -

4 한신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세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290,750원) -

5 산울림
유치원 인가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유아학비 부당 수급 경고 회수

(7,480,000원) -

6 산울림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 -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7 단비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학대출금 납부 및 재산세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12,065,980원) -

8 단비
유치원 감사자료 미제출 및 세출 구비서류 미비 경고 - -

9 미래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 -

10 상아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연말정산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5,524,130원)
추급

(270,190원)

-

11 상아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세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1,419,760원) -

12 한우리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연합회특별회비 등 지출 부적정)

경고 회수
(1,001,500원) -

13 한우리
유치원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큰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관계기관 : 큰사랑유치원

내 용 :  

 

   큰사랑유치원 원장 ■■■은 2014.3.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2014년, 2015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운영계획」 및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수

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세부 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큰사랑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급식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하여 그 세부 집행 내역을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큰사랑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큰사랑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988,740원

수감기관 예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및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예지유치원

내 용 :  

     예지유치원 원장 ■■■은 2014.3.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

의 책임),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

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

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지유치원에서는 ① 2015학년도의 설립자 소유 건축물 재산세 및 토지 재

산세  623,03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였으며, ② 설립자 소유의 건물에서 어린이집(1층 

일부)과 유치원(1층 일부 ~ 3층)을 운영하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계량기가 구분되지 않아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의 전기, 수도, 가스사용 요금  

7,365,7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산세(623,030원)와 공공요금(7,365,710원)으로 지출한 금액 총 7,988,740원

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예지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예지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연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연체료 및 개인차량 유류비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연희유치원

내 용 :  

    연희유치원 원장 ■■■는 2010. 12. 4.~2014. 9. 1.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이었고, 원장 

■■■는 2014. 9. 12.~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은 2010. 3. 

1.~2015. 2. 28.까지 회계관리 업무 담당이었고, 행정실장 ■■■은 2015. 3. 1.~현재까지 회

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

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과 학교의 수입·

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

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연희유치원에서는 2014 ~ 2015학년도까지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연체료 217,080원을 유치원회계에

서 납부하였고, 2015~2016학년도까지 원장 개인차량의 유류비 2,792,448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기간 중(2017.9.4.)  연체료 및 개인차량 유류비로 지출한 금액 총 

3,009,528원을  유치원회계로 세입조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연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연희유치원 원장 ■■■

② 연희유치원 행정실장 ■■■

관련자 “주의” (퇴직불문)

① 연희유치원 원장 ■■■

② 연희유치원 행정실장 ■■■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90,750원

수감기관 한신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한신유치원

내 용 :  

   한신유치원 원장 ■■■는 2014.3.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

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

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

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신유치원 원장 ■■■는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 총 290,7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290,75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한신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한신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480,000원

수감기관 산울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인가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유아학비 부당 수급

관계기관 : 산울림유치원

내 용 :  

    산울림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설

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 3. 1. ~ 현재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

립인가 신청 등) 및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유치원규칙에 포함된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학급편제 

및 정원, 교육 내용(이하 생략)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28조(보조금의 반환)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상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산울림유치원에서는 70명의 정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정원을 증원하는 

변경인가 없이 2014학년도(2014년 3월 ~ 2015년 2월) 1년간 매월 1명에서 6명까지 인가정원

(70명)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유아학비 총 7,480,000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



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고】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울림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

고조치하시기 바라며, 부당 수급한 유아학비 총 7,480,000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산울림유치원 원장 ■■■

② 산울림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직원 ■■■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산울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관계기관 : 산울림유치원

내 용 :  

    산울림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설

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 3. 1. ~ 현재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얼」

에 의하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채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에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

뉴얼」‘임차차량 이용 계약 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따르면, 타 회사 차량 이용 여부, 무보험차

량 여부, 차량의 노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

하여 차량의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배차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산울림유치원에서는 ① 2014 ~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 

계약 체결하면서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

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상대

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

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울림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산울림유치원 원장 ■■■

② 산울림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직원 ■■■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2,065,980원

수감기관 단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및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단비유치원

내 용 :  

    단비유치원 설립자겸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 ■■■는 2014. 3. 1. ~ 2015. 9. 11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정직 ■■■는 

2015. 3. 1.~ 현재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

적외 사용금지),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

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

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단비유치원에서는 ①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설립자겸 원장 ■■■의 사학

연금대출금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용도로 대출받아 개인이 아닌 유치원회계에서 원금과 

이자 총 11,409,0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②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소유의 토

지 재산세 656,940원(작전동 657-15외 5건, 2016.9.29.지출)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

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학연금대출상환금(11,409,040원)과 재산세(656,940원)로 지출한 금액 총 

12,065,98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단비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단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단비유치원 행정직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단비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단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제 목 : 감사자료 미제출 및 세출구비서류 미비

관계기관 : 단비유치원

내 용 :  

     단비유치원 설립자겸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 ■■■는 2014. 3. 1. ~ 2015. 9. 11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정직 ■■■는 

2015. 3. 1.~ 현재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

칙」제10조(감사자료 제출)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

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3조(학교에 비

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는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징수대

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

부, 금융회사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장부

와 서류는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3조(지출의방법)에 의하면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부가가

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

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단비유치원에서는 학교운영지원과-1547(2017.02.03.)호와 관련된 재무감사 

제출자료 중 2014학년도 엑셀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감사당일 오전까지 (2017.9.13. 

09:00) 감사장에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2017. 9.14. 19:00)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4학년도~현재까지 ①계약상대방과 대금수령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이체확인서)를 일부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으

며,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고】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단비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

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단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단비유치원 행정직 ■■■

관련자 “경고”(퇴직불문)

① 단비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미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관계기관 : 미래유치원

내 용 :  

    미래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

으며, 사무직원 ■■■은 2014. 3. 1. ~ 현재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

뉴얼」‘임차차량 이용 계약 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따르면, 타 회사 차량 이용 여부, 무보험차

량 여부, 차량의 노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

하여 차량의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배차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미래유치원에서는 2014 ~ 현재까지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

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

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

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래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미래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② 미래유치원 사무직원 ■■■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추급

재정상 
조치금액

5,524,130원
270,190원

수감기관 상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연말정산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상아유치원

내 용 :  

     상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3.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

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

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및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하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

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

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

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상아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원천



징수 추가분을 개인이 아닌 유치원 회계에서 5,524,130원을 납부하였고, 환급분 270,19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환급금 270,190원은 해당자에게 지급하시고 추징금 5,524,130원은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상아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상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419,760원

수감기관 상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상아유치원

내 용 :  

     상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3.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

의 책임),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

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

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상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소

유의 재산세 총 1,419,76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산세 1,419,76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상아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상아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001,500원

수감기관 한우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경고, 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연합회특별회비 등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 한우리유치원

내 용 :  

    한우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우리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사립유치원연합회 후

원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명목으로 총1,001,500원(이체수수료 포함)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총 1,001,5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 하

시기 바라며

【경고】한우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한우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한우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관계기관 : 한우리유치원

내 용 :  

    한우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뉴

얼」 의하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채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에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매

뉴얼」‘임차차량 이용 계약 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따르면, 타 회사 차량 이용 여부, 무보험차

량 여부, 차량의 노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

하여 차량의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배차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우리유치원에서는  ① 2014학년도 ~ 현재까지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 

계약 체결하면서 정당 채주(계약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② 현장학습 차량 운행 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요

건과 차량등록증, 공제(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

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한우리유치원 설립자는 아래 관련자에게 주

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한우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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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재무)))))))))))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특정(재무)감사 결과 및 처분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관

사랑과믿음 유치원 특정 2017.6.27.∼6.29.
〈3일〉 7명

2. 지적사항 현황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1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변경사
항 위반

수사의뢰

2 사랑과믿음 
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및 근로
계약서 미보존

수사의뢰

3 사랑과믿음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관련 구비서
류 일부 미보존

수사의뢰

4 사랑과믿음 
유치원 회계질서 문란 수사의뢰

5 사랑과믿음 
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납부)

기관경고
(시정)

6 사랑과믿음 
유치원

감사자료 미제출 및 세출 구
비서류 미비

기관경고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730,270원

수감기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경고, 시정요구

제 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납부)

관계기관 사랑과믿음유치원

내 용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

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유치원에서는 【표】와 같이 2015년~2016년까지 2회에 걸쳐 설립자 

■■■ 소유의 건축분 재산세 총 2,730,27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재산세 지급 내역  

                                                                                     (단위 : 원)

이체일자 지출금액 재산소유자(지번) 내역 비고

2015.08.21 1,286,890 ■■■ 건축분 재산세 ■■■ 계좌로 입금

2016.09.30 1,443,380 ■■■ 건축분 재산세 ■■■ 계좌로 입금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산세 2,730,27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

치 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사랑과믿음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

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금회에 한하여 ‘기관경고’처분하오니 이

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경고

제 목 : 감사자료 지연제출(미제출) 및 세출 구비서류 미비

관계기관 : 사랑과믿음유치원

내 용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0

조(감사자료 제출)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

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감사계획

을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2014, 2016 사립유치

원 회계매뉴얼｣ 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

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



르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

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운영지원과-8590(2017.6.20.)으로 요청한 준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마감일

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당일 오전까지(2017.6.27. 9:00) 감사장에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지연 제출(2017.6.27. 10:30)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 요청한 감사 자

료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연 또는 미제출하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이 있다.

     또한, 2014학년도~현재까지 ①공사 및 물품대금 지출 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계약상대방과 대금수령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

를 지불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③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기관경고】사랑과믿음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고,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

며, 금회에 한하여 ‘기관경고’처분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

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사랑과믿음2018년도 사립유치원 사랑과믿음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특정감사 결과 및 처분

1. 감사기관 및 일정

대상기관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관

사랑과믿음 유치원 특정 2018. 5. 28.
〈1일〉 4명

2. 처분 결과 요약
일련
번호 대상기관 지적사항 처분

1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변경사항 위반 시정

2 사랑과믿음 
유치원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경징계
(감봉3월)

시정
“환수”

4,434,340원

3 사랑과믿음 
유치원 교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445,388,732원



일 련 번 호 1 감 사 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개  (   )
비 공 개  ( ○ )

신 분 상 
조 치 인 원

재 정 상
조 치 방 법

재 정 상 
조 치 금 액            원

수 감 기 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8.  .   . 회 신 기 일 2018.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시정 

제       목  유아교육법 위반(인가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사랑과믿음 유치원
내       용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에 의하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
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 유치원 설립자 ■■■은, ■■■으로부터 사랑과믿음 유치원의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차원으로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의 명의를 양수한 후, 유아
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이 목적인 것처럼 서부교육지원청에 인가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자로 인가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사랑과믿음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운영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래 각서에 설립자 자필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

  본인 ■■■은 사랑과믿음 유치원의 설립을 신청 ․ 인가받은 설립자임을 확인합니다.

  설립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제반 법령과 지시, 법규 및 인가사항을 준수하고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치원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유치원 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적 제재(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를 받아도 이를 감수하겠기에 이를 서약합니다.

20  .    .    .

                                  설립자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일 련 번 호 2 감 사 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개  (   )
비 공 개  ( ○ )

신 분 상 
조 치 인 원 1명 재 정 상

조 치 방 법 환수 재 정 상 
조 치 금 액 4,434,340원

수 감 기 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8.   .   . 회 신 기 일 2018.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경징계(감봉3월) 요구 · 시정 

제       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관 계 기 관  사랑과믿음 유치원
내       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항 및 제33조(보조금수령
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 유치원 교사 ■■■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월부터 2017. 
8월까지의 기간 동안 교사 ■■■ 외 2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
사가 아님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비’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에 신청함으로써, 담임수당 13만 원과 처우개선비 40
만 원 등을 9회(총액 4,434,340원)에 걸쳐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사랑과믿음유치원 설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허위로 지급받은 교원 처우개선비 금4,434,340원을 즉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으로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징계(감봉3월) 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징계(감봉3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징계(감봉3월)요구” 
사랑과믿음 유치원 교사 ■■■



일 련 번 호 3 감 사 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개  (   )
비 공 개  ( ○ )

신 분 상 
조 치 인 원

재 정 상
조 치 방 법 회수 재 정 상 

조 치 금 액 445,388,732원

수 감 기 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8.   .  . 회 신 기 일 2018.   .   .  

인 천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교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사랑과믿음 유치원
내       용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의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 유치원 교사 ■■■은 유치원의 수업료 등 교비회계 수입으로 관리
하는 유치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28. ~ 2017. 
3. 15.까지 공사대금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80회에 걸쳐 총 445,388,732원의 교비를 다른 회
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사랑과믿음 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445,388,732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유
치원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