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18년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간 설립유형 주소 전화번호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 수용 유무 불복 경우 현재 진행현황(소송 등)

서부-1 복자유치원 2016.3.29.~3.30. 사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40
051-416-4208

교원 복무 및 인사기록관리 소홀 주의2명

수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회수 60,000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현지조치

유치원회계 및 세입 업무 소홀 현지조치

서부-2 큰별숲유치원 2016.4.11.~4.12.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
051-261-3360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1명

수용
교원 보수 지급 부적정 주의1명, 회수 6,735,130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3 블루롯데유치원 2016.5.30.~5.31.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13-3
051-263-0670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3명

수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3명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주의1명, 회수 2,750,000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4 햇빛유치원 2016.6.16.~6.17.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229번길 11
051-291-5735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주의1명

수용
교원 복무 및 인사기록관리 소홀 주의1명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2명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5 푸른유치원 2016.7.21.~7.22. 사립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로 

34
051-242-4276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수용

서부-6 롯데캐슬유치원 2016.9.1.~9.2.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

조2길 100
051-261-0671

교원 임용 구비서류 미비 주의1명

수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2명

급여(퇴직금) 지급 부적정 주의3명, 회수 13,686,000원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7 백조유치원 2016.9.22.~9.23.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

로1357번길 11
051-292-2329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2명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주의2명

시설공사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업무 부적정 주의2명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7 백조유치원 2016.9.22.~9.23.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

로1357번길 11
051-292-2329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수용

서부-8 햇살내리는 유치원 2016.10.13.~10.14.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79-1
051-292-3545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1명

수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추징 20,00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1명, 회수 1,012,930원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주의1명, 회수 4,689,900원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9 아름빛유치원 2016.10.27.~10.28.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로 74
051-263-2644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주의3명

수용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주의4명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3명,  회수 900,000원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4명,  추징 40,000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서부-10 미엘유치원 2016.11.10.~11.11.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

영로 365
051-208-7834

교원 복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수용

유치원 규칙 정비 소홀 및 교직원 정·현원관리 부적정 주의2명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주의2명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2명, 회수 513,810원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주의1명, 회수 1,100,000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서부-11 하늘꽃유치원 2016.11.17.~11.18.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

조2길 70
051-265-4006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주의1명

수용

유치원 규칙 정비 소홀 주의1명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1명, 회수 1,798,000원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교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12 한림가락유치원 2016.11.24.~11.25.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

앙로 265
051-208-4755

유치원 규칙 정비업무 소홀 주의1명

수용

공금(유치원회계 수납금) 횡령 중징계1명(정직3월), 회수 28,531,25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1명, 회수 13,060,860원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서부-12 한림가락유치원 2016.11.24.~11.25.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

앙로 265
051-208-4755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수용

서부-13 호돌유치원 2016.12.8.~12.9.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95번길 99
051-205-5005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1명, 경고1명

수용

교직원 임용 및 채용관리 부적정 경고1명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2명, 회수 2,058,230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경고2명

서부-14 영도중앙유치원 2017.4.25.~4.26. 사립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60
051-418-7144

교직원 근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조치
수용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15 아이뜰유치원 2017.5.10.~5.11.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41번길 77
051-202-2215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1명, 회수 2,272,690원

수용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경고1명, 회수 95,830,980원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현지조치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16 마리아유치원 2017.5.16.~5.17. 사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33

번길 36 
051-253-4885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1명, 회수 12,475,000원

수용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1명, 추징 40,000원

교직원 근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17 우리아이유치원 2017.6.13.~6.14.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77번길 132
051-264-3008

유치원 학급당 정원준수 소홀 주의1명

수용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주의1명

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136,920원

교직원 근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8 목화유치원 2017.6.26.~6.27.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25번길 77-3
051-261-4288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특수교육대상

아 개별화계획 미수립
현지조치

수용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57,490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서부-19 꿈동산유치원 2017.7.24.~7.25.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239번길 1
051-206-0911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수용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교직원 근로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30,000원

교원 성범죄 경력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20 조은유치원 2017.8.16.~8.17. 사립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35
051-405-704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4명, 회수 1,547,810원

수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3명, 추징 20,000원



서부-20 조은유치원 2017.8.16.~8.17. 사립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35
051-405-7049

교직원 성범죄의 경력 조회 부적정 현지조치
수용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21 부산명성유치원 2017.8.30.~8.31. 사립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24

번길 5-1
051-469-9362

교원 임용 구비서류 미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주의1명

수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1명, 회수 159,470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 등 부적정 현지조치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22 봉우리유치원 2017.9.5.~9.6.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

로43번길 55
051-205-5544

교직원 채용관련 부적정 주의1명

수용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23 영락유치원 2017.9.26.~9.27. 사립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 8 051-244-2509
유치원 규칙 정비 소홀 주의3명

수용
교원 임용 구비서류 미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현지조치

서부-24 초롱유치원 2017.10.11.~10.12. 사립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494 
051-405-3321

교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용 구비서류 미비 주의2명

수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2명, 회수 7,425,600원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주의2명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임금대장 작성 업무 소홀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25 항도유치원 2017.11.22.~11.23.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16번길 54
051-291-4510

교원 임용 구비서류 미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주의1명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부적정 현지조치

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105,040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26 예그랑유치원 2017.12.5.~12.6.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

로17번길 83
051-264-1188

유치원 원장 임용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수용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주의4명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4명, 회수 1,016,370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현지조치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서부-27 놀이아유치원 2018.6.4~6.5 사립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32

번길 9
051-256-3783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권한없는 자의 결재) 시정

수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1명, 회수 2,528,80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58,150원



서부-28 봄봄유치원 2018.6.14~6.15. 사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38
051-262-9624

근거없는 수당 지급 주의1명, 회수 7,000,000원

수용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주의1명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설정 업무처리 소홀 현지조치

예산의 목적외 사용 현지조치, 회수 122,640원

2016~2018년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간 설립유형 주소 전화번호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 수용 유무 불복 경우 현재 진행현황(소송 등)

남부-1 삼익유치원 2016.02.24.~02.25. 사립 폐    원

1.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부적정

3. 차량유류비 지급 부적정

1. 경고 1명

2. 주의 1명

3. 주의 1명, 회수 8,027,000원

수용

남부-2 동경유치원 2016.05.09.~05.10.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

양대로208번길 174
051-891-2022

1.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4.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소홀

1. 주의 2명

2. 주의 1명, 회수 609,800원

3. 주의 1명

4. 주의 1명

수용

남부-3 백합유치원 2016.07.07.~07.08. 사립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73번나길 13
051-624-2980

1.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2. 유치원회계 합목적적 사용 위배

3. 보수지급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4.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소홀

1. 주의 1명

2.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7,585,720

원

3. 주의 1명

4. 주의 1명

수용

남부-4 성신유치원 2016.07.11.~07.12. 사립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49번길 5
051-647-5654

1.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 주의 1명

2. 주의 1명
수용

남부-5 부전유치원 2016.07.14.~07.15. 사립 폐    원

1.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주의 1명

2. 주의 1명

3.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437,700원
수용

남부-6 동성유치원 2016.07.18.~07.19.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성로 26
051-802-7145

1.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보수지급 부적정

1.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21,233,510원

2.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329,000원

3. 주의 1명, 회수 353,950원

수용



남부-7 금샘유치원 2016.07.21.~07.22.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

지로 6
051-866-4613

1. 유치원 도서구입 및 관리 부적정

2. 유치원 교재 구입 및 운용 부적정

3.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4. 유치원 급식운영 및 관리 소홀

5. 교직원 계약 및 보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

정

6.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1.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2.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3. 주의 2명

4. 주의 1명

5. 주의 2명

6. 주의 2명

수용

남부-8 초예유치원 2016.07.25.~07.26.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

드컵대로449번길 44-6
051-805-7644

1. 급식운영 및 관리소홀

2. 통학차량 유류비 집행 부적정

1. 현지조치

2. 현지조치, 회수 134,060원
수용

남부-9 예종유치원 2016.07.28.~07.29.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

지로 116
051-806-1237

1.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교직원 보수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1. 경고 1명

2. 주의 1명

3. 주의 1명

수용

남부-10 춘해유치원 2016.08.11.~08.12.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

창로14번길 78
051-646-1900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 유치원 급식운영 및 관리 부적정

3. 생활기록부 작성 및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

로그램 운영 소홀

1. 주의 2명

2. 주의 1명

3. 현지조치

수용

남부-11 영림유치원 2016.08.18.~08.19.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

정로 199
051-895-2500

1. 교직원 보수지급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2. 유치원 합목적적 사용 위배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4. 세입업무처리 소홀

5. 유치원 교육계획서 학사일정 및 생활기록

부 관리 부적정

1. 주의 1명

2.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5,836,720

원

3. 주의 1명, 시정 1건, 회수 599,000원

4. 주의 1명

5. 주의 1명

수용

남부-12 늘푸른유치원 2016.09.01.~09.02.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

지로 70
051-896-6001

1. 유치원 회계질서 문란

2.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3. 유치원회계 적립금의 적립 부적정

4. 유치원 교육계획서 학사일정 및 생활기록

부 관리 부적정

1. 기관경고, 경징계 1명

2. 기관경고

3. 기관경고, 회수 47,352,000원

4. 주의 1명

수용

남부-13 미소유치원 2016.10.10.~10.11.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

양관문로 112
051-891-9844

1.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2. 유치원회계 합목적적 사용 위배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4. 세입업무 처리 소홀

5.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1. 주의 2명

2. 주의 1명, 회수 5,377,730원

3. 주의 1명, 회수 1,395,000원

4. 주의 1명

5. 주의 2명

수용

남부-14 개금유치원 2017.06.26.~06.27.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

정로178번길 13
051-891-0031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교직원 보수지급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3. 생활기록부 작성 위반

1. 주의 2명, 회수 2,277,000원

2. 주의 2명, 회수 1,400,000원

3. 현지조치

수용



남부-15 개원유치원 2017.07.13.~07.14.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

양관문로77번길 33
051-896-6677

1.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3.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부적정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1. 주의 3명

2. 주의 3명, 회수 49,600원

3. 주의 3명

4. 주의 3명, 회수 4,296,460원

수용

남부-16 당감화승유치원2017.07.17.~07.18.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

양순환로 63
051-892-0063

1.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전기공사

업 미소지자)

2.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3. 유치원회계 합목적적 사용위배(재산세 관

련)

4.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점검 소홀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1. 경고 1명, 주의 1명

2. 주의 2명

3. 주의 2명, 회수 1,324,650원

4. 주의 2명

5. 주의 3명, 회수 2,409,270원

수용

남부-17 벽산유치원 2017.07.20.~07.21.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

광로 122
051-893-2351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부적정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1. 주의 2명

2. 주의 2명

3. 주의 1명, 회수 3,710,910원

수용

남부-18 새동유치원 2017.07.24.~07.25.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평로183번길 114 
051-819-4571

1.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업무추진

비 운영 부적정 등)

3. 유치원 학사운영 소홀

1. 주의 1명

2. 주의 1명

3. 현지조치

수용

남부-19 선화유치원 2017.07.27.~07.28. 사립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2

번길 5
051-636-7886

1.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2.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3.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1. 주의 1명

2. 주의 1명

3. 현지조치

수용

남부-20 성지유치원 2017.08.07.~08.08.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

양산로 23
051-898-0802

1.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설정

2.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집행 

업무처리 소홀

3.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1. 현지조치

2. 현지조치

3. 현지조치

수용

남부-21 솔유치원 2017.08.10.~08.11. 사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1번길 128
051-611-1955 

1.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 현장체험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3. 유치원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4. 교직원 보수지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5.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6. 학사운영 소홀

1. 경고 1명, 주의 2명

2. 주의 3명

3. 주의 3명, 회수 779,000원

4. 주의 3명

5. 현지조치

6. 현지조치

수용

남부-22 양정원광유치원2017.08.17.~08.18.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

지로17번길 28 
051-865-1860

1. 시설공사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 유치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3.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점검 소홀

4. 세입업무 처리 소홀

5.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1. 주의 2명

2. 주의 2명

3. 주의 2명

4. 현지조치

5. 현지조치

수용



남부-23 은하유치원 2017.08.28.~08.29. 사립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54
051-627-0635

1.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선금급 관련)

2.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3. 세입업무 처리 소홀

4.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1. 주의 2명

2. 주의 4명

3. 현지조치

4. 현지조치

수용

남부-24 일신유치원 2017.08.31.~09.01. 사립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

로 17 
051-632-3371

1.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2.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소홀

3. 세출 예산 집행 소홀

1. 현지조치

2. 현지조치

3. 현지조치

수용

남부-25 한사랑유치원 2017.09.04.~09.05.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

지로11번길 64
051-866-3556

1.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소홀(하자검사 

미실시)

2.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소홀

3.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1. 현지조치

2. 현지조치

3. 현지조치

수용

남부-26해바라기자연유치원2017.09.07.~09.08. 사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

금본동로9번길 48
051-894-5400

1.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선금급 관련)

2. 유치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 주의 1명

2. 주의 1명
수용

2016~2018년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부산 북부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간 설립유형 주소 전화번호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북부-1 제일유치원 2016.7.18~7.19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

로49번길 28-7
051-327-6655

근로계약 및 업무 처리/이행 및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회수 55,004,130원

급여 지급 부적정 경고 1명, 병합경고 1명

유치원회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회수 4,864,23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회수 710,540원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출석인정에 관한 업무 처리 소홀 현지조치

원아 출석인정 결석에 관한 증빙서류 미비 현지조치

북부-2 금곡하나유치원 2016.7.21~7.22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20

번길 35
051-363-8181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10,000,000원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명

방과후과정 교원 임용 및 처우개선비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2명, 회수 7,927,420원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3 21세기유치원 2016.7.26~7.27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30번길 20
051-343-5200

유치원회계 운용 부적정 주의 2명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추징 40,000원

보존식 관리 소홀 주의 4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4 금화유치원 2016.8.8~8.9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85
051-331-6006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급 주의 1명, 회수 6,400,000원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100,000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북부-5
버클리명문유치원

2016.8.10~8.1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

로 372-22
051-322-4411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북부-5
버클리명문유치원

2016.8.10~8.1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

로 372-22
051-322-4411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6 모덕유치원 2016.8.30~8.3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85
051-303-646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1,650,000원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462,050원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추징 80,000원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7 백조명문유치원 2016.9.1~9.2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39 051-361-5871
학급당 원아기준 위반 주의 5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8 엄궁한신유치원 2016.9.5~9.6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40
051-316-7749

유치원 원아 정원기준 위반 주의 1명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1명, 회수 5,301,500원

세출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시기/기간 부적정 및 회계운영 부적정주의 1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9
현대여울림유치원

2016.9.8.~9.9.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03
051-336-7916

세출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명, 병합경고 1명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명, 병합경고 1명

보존식 관리 소홀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교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미확인 경고 1명, 병합경고 1명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10 효림유치원 2016.9.12~9.13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100-47
051-335-0019

유치원 학급당 인원 기준 위반 주의 2명

교원 임용 보고 및 처우개선비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3,600,00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3명, 회수 1,208,000원

공사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명, 추징 20,000원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교육과정 내 국가수준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준수 및 안전지도 소홀현지조치

북부-11 초록유치원 2016.11.17.~11.18.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

로 880
051-325-0840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3,350,000원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6명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명

유치원회계 운용 부적정 주의 4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원아 학적처리 미흡 현지조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소홀 현지조치

북부-12 현대유치원 2016.11.24.~11.25. 사립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145번길 8
051-972-6171

원장 수당 및 급여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2,691,540원

세출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30,000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원아 학적처리 미흡 현지조치

북부-13 반도보라유치원 2016.11.28.~11.29.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98
051-327-3355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4명

세출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5명



북부-13 반도보라유치원 2016.11.28.~11.29.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98 051-327-3355

공사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회수 3,600,000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명

보존식 관리 소홀 주의 2명

원아 출석인정 결석에 관한 증빙서류 미비 현지조치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14 화영유치원 2016.12.1.~12.2.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80 051-333-3800

수당 지급 부적정 병합경고 1명, 회수 3,270,000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회수 11,703,506원

보존식 관리 소홀 주의 1명, 병합경고 1명

처우개선비 부당 수급 병합경고 1명, 회수 17,200,000원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병합경고 1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15 리라유치원 2016.12.19.~12.20.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

로 778-9
051-311-5588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현지조치

북부-16 롯데캐슬카이저유치원 2017.7.6.~7.7.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051-365-1713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가징수 40,000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3,548,000원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1 명, 회수 5,097,050원

보존식 관리 소홀 주의 2명

북부-17 괘법한신유치원 2017.7.10.~7.1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

로1210번길 33
051-328-070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징구) 주의 2명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북부-18 꽃사슴유치원 2017.7.17.~7.18.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92
051-333-4676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절 주의 3명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주의 3명

교원, 사무직원 계약 및 채용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명

전기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19 새들유치원 2017.7.24.~7.25.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22

번길 25
051-333-5441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가징수 20,000원

교직원 보수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1명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 부적정 회수 186,420원, 현지시정

전기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0 대림유치원 2017.7.27.~7.28.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70
051-361-4333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주의 1명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현지시정

전기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1 화명금화유치원 2017.8.7.~8.8. 사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81-1
051-331-745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명, 회수 1,064,530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시정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2 무덕유치원 2017.8.10.~8.1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78
051-315-3580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미준수 경고 1명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징구) 주의 1명



북부-23 벧엘유치원 2017.8.17.~8.18.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

로902번길 42 051-327-7772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주의 4명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주의 3명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주의 4명

세입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4 한빛유치원 2017.8.28.~8.29.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중

로 20
051-313-701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징구) 주의 1명

세입 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현지시정

전기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5 한울유치원 2017.8.31.~9.1.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07번길 17
051-322-663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징구) 주의 2명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주의 2명

북부-26 성광유치원 2017.9.4.~9.5.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

장로63번길 57
051-333-1800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소홀 주의 3명

교원 임용관련 서류 미비 주의 3명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지시정

세입 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7 아름솔유치원 2017.9.7.~9.8.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32
051-301-5510

시설공사 업무처리 및 지출 부적정 주의 4명

교직원 임용 관련 서류 미비 주의 1명

유치원 급식운영 및 관리소홀 현지시정

교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미실시 현지시정

전기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28 남명유치원 2017.10.30.~10.31. 공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

션시티11로 132
051-271-7667

물품구매 업무처리 소홀 주의 2명

장기결석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업무 소홀 주의 1명

기간제교사 보수(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부적정
주의 3명, 추가지급 3,188,150원

북부-29 노아유치원 2018.6.4.~6.5.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59번길 73
051-322-0006

유치원 원장 임용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주의 3명

유치원 보수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세입 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유치원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현지시정

북부-30 은하유치원 2018.6.11.~6.12. 사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

로4번안길 78
051-317-8810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소홀 주의 2명

교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미실시 주의 2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2,592,720원

입학금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명

교원 채용 서류 관리 소홀 주의 2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주의 2명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유치원 운영비 차

입)
주의 1명



2016~2018년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간 설립유형 주소 전화번호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 수용 유무 불복 경우 현재 진행현황(소송 등)

동래-1 소심유치원 2016.04.04.~04.05.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5

번길 58-3
051-512-5617

1. 여비 지급 부적정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4.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주의 5명, 회수 7,924,970원, 현지시정 1건 수용

동래-2 아람유치원 2016.04.07.~04.08.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15번길 52-13
051-512-3111

1. 교직원 복무관리 소홀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3. 시설공사 관계업무 처리 부적정

4.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주의 4명, 회수 2,500,000원 수용

동래-3 동백유치원 2016.04.26.~04.27.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50번길 47
051-581-0610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수익자부담 교육비 집행 부적정
3. 교직원 복무관리 소홀

4.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주의 2명, 회수 13,500,000원, 현지시정 2

건
수용

동래-4 누리유치원 2016.08.08.~08.09.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229번길 8
051-517-0947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출석부 작성업무 소홀
3.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주의 3명, 회수 9,881,160원 수용

동래-5 양지유치원 2016.08.11.~08.12.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

로30번길 53
051-852-2139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유치원 규칙 개정 소홀
주의 2명, 회수 1,300,000원 수용

동래-6 하나유치원 2016.08.29.~08.30.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06
051-581-9792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3.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 업무 소홀

주의 3명, 회수 150,000원 수용

동래-7 민들레유치원 2016.09.01.~09.02.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36번길 24
051-505-6116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3.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 업무 소홀

주의 3명, 회수 9,350,000원 수용

동래-8 럭키동래유치원 2016.09.06.~09.07.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

로1367번길 85
051-554-666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091,500원 수용

동래-9 숲속유치원 2016.10.05.~10.06.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81
051-523-0151

1. 교원 복무관리 소홀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근거없는 수당 지급

주의 3명, 회수 1,354,730원 수용

동래-10 여고유치원 2016.10.13.~10.14.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

로60번길 18
051-502-9479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동래-11 미래자연유치원 2016.10.20.~10.21.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61번길 34
051-517-6786

1. 교원 복무관리 소홀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주의 3명, 회수 3,900,000원 수용

동래-12
부산경상대학교

부속유치원
2016.10.24.~10.25.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051-851-1693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회수 3,859,950원 수용



동래-13 금양미래유치원 2016.10.27.~10.28.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12
051-517-3453

1. 연말정산 미실시 및 신고누락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3. 방과후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6명, 회수 13,950,000원 수용

동래-14 법륜유치원 2016.11.07.~11.08.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60
051-553-7773

1.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3.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6,800,000원 수용

동래-15 안성자연유치원 2016.11.10.~11.11.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77번길 35
051-523-9785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초과근무 지급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9,773,520원 수용

동래-16 해솔유치원 2016.12.01.~12.02.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236번길 9
051-714-5508

1.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업무 소홀

2. 근거없는 수당 지급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회수 12,962,700원 수용

동래-17 느티나무유치원 2017.03.13.~03.14.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

로453번길 6
051-523-3970

1.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2. 과오납금 미반환
3. 근거없는 수당지급

4. 유치원 생활기록부 출석부 원생이동처리부 기
록업무 소홀

주의 8명, 회수 3,600,000원, 환불 38,880

원
수용

동래-18 동산유치원 2017.03.16.~03.17.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125번길 41
051-525-3500

1. 근거없는 수당지급

2. 학적부 기록업무 소홀
3. 유치원회계 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처리 소홀

4. 수입일계 및 현금출납부 등 증빙서류 확인 소
홀

경고 2명, 주의 5명, 회수 18,580,000원 수용

동래-19 한신유치원 2017.04.10.~04.11.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

로1685번길 24
051-512-0404

1. 교원 복무 및 국외연수 관리 소홀

2. 회계장부 작성 및 수입업무 소홀
3. 유치원회계 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 처리 소홀

4. 학적기록 업무 소홀

경고 3명, 주의 3명 수용

동래-20 스펀지유치원 2017.04.20.~04.21.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36
051-523-7050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유치원회계 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처리 소홀
3. 유치원회계 운영 업무 소홀

주의 3명 수용

동래-21 아이숲유치원 2017.05.18.~05.19.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봉로

14번길 25
051-524-5279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회계장부 관리 소홀
주의 2명, 회수 7,000,000원 수용

동래-22 사직유치원 2017.05.22.~05.23.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

로34번길 62
051-502-4707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150,000원 수용

동래-23 데레사유치원 2017.05.25.~05.26.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

원로 50
051-555-1648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설정 소홀
3. 회계장부 관리 소홀

주의 1명, 현지시정 2건 수용

동래-24 SK뜰에유치원 2017.06.15.~06.16.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

로 487
051-532-6767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유치원회계 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처리 소홀
3.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주의 3명 수용

동래-25 이화유치원 2017.08.31.~09.01.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93번길 32
051-759-7737

1. 근거없는 수당 지급

2. 퇴원자 과오납금 미반환
3. 학적 기록 업무 소홀

주의 4명, 회수 2,160,000원, 환불 210,750

원
수용



동래-26 과정유치원 2017.09.26.~09.27.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좌수영

로 291
051-758-0672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교원 복무관리 소홀
3. 회계장부 관리 소홀

주의 3명 수용

동래-27 세명유치원 2017.10.12.~10.13.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101번길 42
051-527-6001

1. 학적기록 업무 소홀

2. 회계장부 관리 소홀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회수 150,000원 수용

동래-28 동래유치원 2018.03.26.~03.27.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52번가길 21-9
051-552-4539

1. 학적기록업무 소홀

2.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4.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설정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437,000원, 현지시정 2건 수용

동래-29 글로잉유치원 2018.03.29.~03.30.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

14번길 33
051-852-0091

1. 학적기록업무 소홀

2. 부적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3.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4.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5. 회계장부 관리 소홀

경고 7명, 주의 1명, 회수 29,058,250원, 

시정 2건
수용

동래-30 꾸미랑유치원 2018.05.08.~05.09.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34번길 25
051-581-2396

1. 교직원 채용 시 부적절한 근로계약

2. 학적 기록 소홀
3.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4. 회계관련 장부 관리 소홀
5. 전출자 과오납금 미정산

6. 복무관리 소홀
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8. 물품 관리 업무 소홀

주의 5명, 회수 57,924원, 현지시정 3건 수용

동래-31 꿈나무유치원 2018.05.10.~05.11.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23
051-517-0993

1. 학적 기록 소홀

2. 입퇴원자 과오납금 미정산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50,000원, 현지시정 2건 수용

동래-32 동래새싹유치원 2018.06.04.~06.05.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21번길 106
051-506-3557

1. 유치원 인력(사무직원) 배치 및 운용 부적정

2.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선정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업무 소홀

3. 학적기록업무 소홀
4. 수당 지급 부적정

5. 세출예산 집행(지출의 특례-선금급) 업무 처리 
부적정

6.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

경고 2명, 주의 4명, 회수 17,026,000원, 

기관경고 1건, 시정 1건
수용

동래-33 동백연산유치원 2018.06.11.~06.12.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미로

13번길 11
051-867-6555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업무 소홀

2. 학적 기록 업무 소홀
3.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4. 세출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1명, 주의 3명 수용



동래-34 브니엘유치원 2018.06.14.~06.15. 사립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

로73번길 15
051-862-5753

1. 교직원 채용 시 부적정한 근로계약

2.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3. 교직원 임용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

회 업무 소홀
4. 연말정산 신고 업무 소홀

5. 학적기록 업무 소홀
6. 세출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4명, 기관주의 1건, 현지시정 1건 수용

동래-35 선경유치원 2018.06.18.~06.19.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중

앙로 20
051-514-6663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업무 소홀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3.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4. 복무관리 소홀

주의 2명, 회수 600,000원, 현지시정 2건 수용

동래-36 남산유치원 2018.07.05.~07.06. 사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83
051-514-7282

1. 학적기록업무 소홀

2.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3.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절

4. 유치원 인력(사무직원) 배치 및 운용 부적정
5.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현지시

정 1건
수용

동래-37 수안유치원 2018.07.19.~07.20. 사립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

로237번길 57
051-552-6992

1. 학적 기록 업무 소홀

2.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3.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수용

2016~2018년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간 설립유형 주소 전화번호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 수용 유무 불복 경우 현재 진행현황(소송 등)

해운대-1 전민유치원 2016.04.05.~04.06.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6

번길 16
051-542-939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2,391,530원

수용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20,000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현지시정 조치

해운대-2 여명유치원 2016.04.11.~04.12.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18번

길 92(재송동)
051-781-3813

세출에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2,168,000원

수용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8,760,000원

해운대-3 풀꽃유치원 2016.05.23.~05.24.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22 051-525-112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451,500원

수용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각종수당 지급 부적정(퇴직전별금, 기말수당) 주의 1명, 회수 13,300,000원

해운대-4 해누리유치원 2016.05.26.~05.27. 사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09-33
051-714-3040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1,595,200원

수용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600,000원

해운대-5 숲속원광유치원 2016.05.30.~05.31. 사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654-125
051-727-3844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1명 수용

해운대-6 동성제일유치원 2016.07.18.~07.19.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49

번길 24 (우동, 삼호가든)
051-742-720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250,000원 수용



해운대-7 왕자와공주유치원 2016.07.21.~07.22.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051-701-8178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출석부 관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944,100원

시설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80,000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4,400,000원

교원 보수(기본급) 책정 부적정 현지조치

해운대-8 대림유치원 2016.07.26.~07.27.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

길 47
051-701-980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4,970,000원

수용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40,000원

각종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5,000,000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 1명

세입업무 처리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9 푸른유치원 2016.08.02.~08.03.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19 051-701-2070
세출예산 목적외 집행 주의 1명, 회수 765,000원

수용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40,000원

해운대-10 리라유치원 2016.08.30.~08.31.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

번길 6-11
051-781-5537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5,600,000원 수용

해운대-11 인천유치원 2016.09.01.~09.02.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2번

길 16
051-784-742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500,000원 수용

해운대-12 파랑새유치원 2016.09.26.~09.27.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1

(파랑새)
051-544-0115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및 운영 부적정(차입금) 주의 1명 수용

해운대-13 해운대유치원 2016.09.29.~09.30.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로26번

길 27
051-781-7876

통학차량 임차료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수용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6,790,000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035,000원

해운대-14 대우사랑유치원 2016.10.04.~10.05.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75
051-703-3435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1,080,000원

수용시설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60,000원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소홀 주의 1명

해운대-15 서광자연유치원 2016.10.18.~10.19.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

번라길 16
051-743-5550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407,000원

수용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소홀 주의 1명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16 좋은엔젤유치원 2016.11.01.~11.02.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155번

길 17-27
051-523-6719

업무추진비 목적외 집행 회수 316,500원, 현지조치

수용세출예산 집행 소홀 현지조치

세입업무 처리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17 금련사유치원 2016.11.08.~11.09. 사립 부산시 수영구 광일로 71 051-757-1505 시설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해운대-18 세화유치원 2016.11.24.~11.25. 사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

로 563, 현대아파트)
051-722-5060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8,250,000원
수용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소홀 주의 1명

해운대-19 재송유치원 2017.03.30.~03.31.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50번길

 22
051-783-7600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추징 160,000원

수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907,400원

세입업무 처리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20 고은유치원 2017.04.17.~04.18.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225 051-701-7111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각종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7,329,880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280,000원, 현지조치



해운대-20 고은유치원 2017.04.17.~04.18.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225 051-701-7111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소홀 현지조치

수용

해운대-21 센텀항도유치원 2017.04.20.~04.21.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

길 107-22 051-781-4829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2,109,900원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졸업·수료대장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조치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22 중일유치원 2017.05.15.~05.16.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68번길 29
051-747-8900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40,000원 수용

해운대-23 하늘숲유치원 2017.05.18.~05.19.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15번길 107
051-703-7594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추징 40,000원
수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명, 회수 222,800원

해운대-24 명성유치원 2017.05.29.~05.30. 사립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88 051-757-8935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553,500원

해운대-25 효성유치원 2017.08.07.~08.08. 사립
부산시 기장군 차성로 344번길

 13. 한신아파트 내
051-722-0402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주의 3명

수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4,885,270원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4명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해운대-26 천사유치원 2017.08.10.~08.11. 사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15
051-622-4000

시설공사 계약 및 대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1명, 추징 20,000원, 회수 50,000원

수용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1명, 환불 4,873,421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1명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50,000원, 현지조치

해운대-27 동부산부속유치원 2017.08.28.~08.29.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051-542-8998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유치원 차량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200,000원, 현지조치

해운대-28 경은유치원 2017.09.11.~09.12. 사립
부산시 수영구 감포로 88번길

 16
051-752-5544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명, 추징 190,000원 수용

해운대-29 수영로유치원 2017.09.14.~09.15. 사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79번길

 9
051-751-0877

지출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4명

수용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및 운영 부적정(차입금) 주의 1명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해운대-30 호암유치원 2017.09.18.~09.19. 사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545번길

 29
051-758-5255

세출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1명

해운대-31 행복엔젤유치원 2017.09.21.~09.22. 사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

로 44
051-502-4556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1명

수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210,000원, 현지조치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 소홀 현지조치

해운대-32 피터팬유치원 2018.03.26.~03.27. 사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옛

길 37
051-728-1902

시설공사 계약 및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480,000원

수용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명

예산 목적외 사용 주의 1명, 시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해운대-33 숲속나라유치원 2018.03.29.~03.30. 사립 부산시 기장군 산막길 46-28 051-728-2821
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2명

수용



해운대-33 숲속나라유치원 2018.03.29.~03.30. 사립 부산시 기장군 산막길 46-28 051-728-2821
설립자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2,058,520원

수용

해운대-34 산새소리유치원 2018.04.23.~04.24. 사립 부산시 기장군 차성남로 1-4 051-721-2612
시설공사 게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20,000원

수용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166,000원, 현지조치

해운대-35 큰별샘유치원 2018.04.26.~04.27. 사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산막길

26-76 051-953-3737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사적사용 등) 주의 5명, 회수 1,452,821원

수용세입업무 처리 소홀 주의 5명, 회수 549,500원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졸업∙수료대장 관리 부적정 주의 3명

해운대-36 한솔기장유치원 2018.05.03.~05.04. 사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45번길 6
051-722-7489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 주의 1명

수용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20,000원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회수 150,000원, 현지조치

해운대-37 우주유치원 2018.06.07.~06.08.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95 051-526-1113

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 위반 주의 1명

수용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60,000원

설립자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주의 1명, 회수 3,842,750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수 50,000원, 현지조치

해운대-38 버드내유치원 2018.06.14.~06.15. 사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5 051-743-7388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추징 20,000원

수용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지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