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유치원 감사 내역

박용진의원실 요구자료(유치원 비리 교육청 처분 수용유무)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기관 유치원명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감사유형 감사기간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 수용유무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듀피아유치원 사립 032)471-0022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232번길 

16-5
특정감사 2016.10.21.~10.26.

통학차량 임차비용 지급 부적

정
주의요구 3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듀피아유치원 사립 032)471-0022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232번길 

16-5
특정감사 2016.10.21.~10.26.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관

련 합계표 미제출

주의요구 4명

통보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듀피아유치원 사립 032)471-0022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232번길 

16-5
특정감사 2016.10.21.~10.2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

한 사항
주의요구 4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주의요구 2명

통보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회수 1,000,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1,709,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시설 무단 용도 변경
주의요구 2명

시정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수업료 등 반환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국제유치원 사립 032)822-3363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27 특정감사 2016.10.27.~11.1. 결산 업무처리 소홀 경고요구 2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글로벌레인보우유치원 사립 032)858-8600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3 특정감사 2016.11.3.~11.8.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3명

회수 936,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글로벌레인보우유치원 사립 032)858-8600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3 특정감사 2016.11.3.~11.8.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랑샘유치원 사립 032)569-5697 인천 서구 원당대로 830번2길 5 특정감사 2016.11.9.~11.14. 시설 무단 용도 변경
주의요구 2명

시정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랑샘유치원 사립 032)569-5697 인천 서구 원당대로 830번2길 5 특정감사 2016.11.9.~11.14. 유치원 적립금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2명

시정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랑샘유치원 사립 032)569-5697 인천 서구 원당대로 830번2길 5 특정감사 2016.11.9.~11.14. 지출업무 부적정
경고요구 2명

통보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새싹유치원 사립 032)568-7634 인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14-5 특정감사 2016.11.15.~11.18.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경고요구 3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새싹유치원 사립 032)568-7634 인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14-5 특정감사 2016.11.15.~11.18. 지출업무 부적정
경고요구 5명

통보
회수 238,80,0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새싹유치원 사립 032)568-7634 인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14-5 특정감사 2016.11.15.~11.18. 예산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5명

회수 102,734,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새싹유치원 사립 032)568-7634 인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14-5 특정감사 2016.11.15.~11.1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

한 사항

주의요구 5명

시정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벨유치원 사립 032)884-1059 인천 남구 용현동 577-58번지 특정감사 2017.11.15~11.16.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2,500,000원

경징계(감봉3월)1명 요구
수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벨유치원 사립 032)884-1059 인천 남구 용현동 577-58번지 특정감사 2017.11.15~11.16.
지출결의서 세출예산

과목 임의변경
경고요구, 주의요구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소라유치원 사립 032)424-2364 인천 남구 경원대로 799(주안동) 특정감사 2017.11.17~11.20.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22,515,000원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유치원 사립 032)502-4884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47-1  특정감사 2017.11.21.~11.22.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8,893,000원

경징계(감봉3월)1명 요구
수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여림유치원 사립 032)502-4370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6 특정감사 2017.11.23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3,150,000원

경징계(감봉3월)1명 요구
수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마루유치원 사립 032)501-0700 인천 부평구 구산동 360번지 특정감사 2017.11.27.~11.28.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4,461,000원

경징계(감봉3월)1명 요구
수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랑과 믿음유치원 사립 032)569-3040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57블럭1롯트
특정감사 2017.11.29~11.30. 사립학교법 위반 회수 13,338,40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성산유치원 사립 032)763-1206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7 재무감사 2016.4.4.~4.6.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요구 1명

회수 190,00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성산유치원 사립 032)763-1206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7 재무감사 2016.4.4.~4.6.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성산유치원 사립 032)763-1206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7 재무감사 2016.4.4.~4.6. 유치원 회계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 032)872-462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1번길83 재무감사 2016.4.18.~4.2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2,112,00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 032)872-462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1번길83 재무감사 2016.4.18.~4.20.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 032)872-462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1번길83 재무감사 2016.4.18.~4.20. 유치원 회계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 032)872-462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1번길83 재무감사 2016.4.18.~4.20. 연금보험료
경고요구 1명

회수 82,740,00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파유치원 사립 032)885-7086 인천 미추홀구 토금남로 72번길 재무감사 2016.5.13.~5.17.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요구 1명

회수 863,90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파유치원 사립 032)885-7086 인천 미추홀구 토금남로 72번길 재무감사 2016.5.13.~5.17.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경고요구 1명

회수 10,384,51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파유치원 사립 032)885-7086 인천 미추홀구 토금남로 72번길 재무감사 2016.5.13.~5.17. 유치원 회계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솔빛유치원 사립 032)777-5021 인천 동구 송현동 화수로2 재무감사 2016.5.18.~5.2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4명

회수 4,333,751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솔빛유치원 사립 032)777-5021 인천 동구 송현동 화수로2 재무감사 2016.5.18.~5.20.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솔빛유치원 사립 032)777-5021 인천 동구 송현동 화수로2 재무감사 2016.5.18.~5.20. 유치원 회계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4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솔빛유치원 사립 032)777-5021 인천 동구 송현동 화수로2 재무감사 2016.5.18.~5.20. 보험료 납입
경고요구 4명

회수 27,204,327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다솜유치원 사립 032)862-1600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1 재무감사 2016.6.23.~6.27.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40,917,341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다솜유치원 사립 032)862-1600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1 재무감사 2016.6.23.~6.27.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다솜유치원 사립 032)862-1600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1 재무감사 2016.6.23.~6.27. 유치원 회계 차입금 운영 부적정
경고요구 1명               

기관경고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박문유치원 사립 032)762-7614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재무감사 2016.6.28.~6.3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2명

회수 3,084,88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박문유치원 사립 032)762-7614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재무감사 2016.6.28.~6.30.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2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박문유치원 사립 032)762-7614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재무감사 2016.6.28.~6.30. 시재 불일치에 관한 사항 경고요구 2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지영유치원 사립 032)882-6161 인천 중구 도원로 8번길 28 재무감사 2016.7.13.~7.1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11,875,646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지영유치원 사립 032)882-6161 인천 중구 도원로 8번길 28 재무감사 2016.7.13.~7.15.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지영유치원 사립 032)882-6161 인천 중구 도원로 8번길 28 재무감사 2016.7.13.~7.15.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지영유치원 사립 032)882-6161 인천 중구 도원로 8번길 28 재무감사 2016.7.13.~7.15. 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교유치원 사립 032)429-2662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42-1 재무감사 2016.7.18.~7.2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5,075,568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교유치원 사립 032)429-2662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42-1 재무감사 2016.7.18.~7.20.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교유치원 사립 032)429-2662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42-1 재무감사 2016.7.18.~7.20.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명유치원 사립 032)884-7780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71-1 재무감사 2016.9.7.~9.9.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810,953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명유치원 사립 032)884-7780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71-1 재무감사 2016.9.7.~9.9.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명유치원 사립 032)884-7780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71-1 재무감사 2016.9.7.~9.9. 연금보험료 납부
경고요구 1명

회수 19,228,75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명유치원 사립 032)884-7780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71-1 재무감사 2016.9.7.~9.9. 유치원 회계 차입금 운영 부적정
경고요구 1명               

기관경고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노벨유치원 사립 032)884-1059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74 재무감사 2016.9.23.~9.27.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34,017,249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노벨유치원 사립 032)884-1059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74 재무감사 2016.9.23.~9.27.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노벨유치원 사립 032)884-1059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74 재무감사 2016.9.23.~9.27.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세종유치원 사립 032)888-3456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77 재무감사 2016.9.28.~9.3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1,043,691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세종유치원 사립 032)888-3456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77 재무감사 2016.9.28.~9.30.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세종유치원 사립 032)888-3456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77 재무감사 2016.9.28.~9.30.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세종유치원 사립 032)888-3456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77 재무감사 2016.9.28.~9.30. 교직원 사회보험 미가입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아유치원 사립 032)875-7474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490 재무감사 2016.11.16.~11.18.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2,285,133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아유치원 사립 032)875-7474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490 재무감사 2016.11.16.~11.18.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아유치원 사립 032)875-7474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490 재무감사 2016.11.16.~11.18.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별유치원 사립 032)765-8863 인천 중구 참외전로 52-6 재무감사 2016.11.23.~11.25.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요구 1명

회수 564,09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별유치원 사립 032)765-8863 인천 중구 참외전로 52-6 재무감사 2016.11.23.~11.25.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은별유치원 사립 032)765-8863 인천 중구 참외전로 52-6 재무감사 2016.11.23.~11.25.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유원유치원 사립 032)883-9591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재무감사 2016.11.30.~12.2. 예산의 목적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1,641,783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유원유치원 사립 032)883-9591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재무감사 2016.11.30.~12.2.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유원유치원 사립 032)883-9591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재무감사 2016.11.30.~12.2.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하늘유치원 사립 032)439-00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26번길 47 재무감사 2017.6.7. ~ 2017.6.9.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부적정
경고요구 1명

기관경고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송현유치원 사립 032)764-8078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40 재무감사 2017.6.7. ~ 2017.6.9.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2명

회수 4,843,68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송현유치원 사립 032)764-8078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40 재무감사 2017.6.7. ~ 2017.6.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2명

회수 4,377,41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연흥유치원 사립 032)866-27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34번길 12 재무감사 2017.9.26 ~ 2017.9.28.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경고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연흥유치원 사립 032)866-27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34번길 12 재무감사 2017.9.26 ~ 2017. 9.28.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2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연흥유치원 사립 032)866-27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34번길 12 재무감사 2017.9.26 ~ 2017. 9.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2명

회수 386,46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레유치원 사립 032)432-324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652번길 19-15 재무감사 2017.9.26 ~ 2017. 9.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1명

회수 1,247,659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레유치원 사립 032)432-324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652번길 19-15 재무감사 2017.9.26 ~ 2017. 9.28.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의요구 1명

회수 61,093,452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유치원 사립 032)873-949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6-1(주안동) 재무감사 2017.10.11 ~ 2017.10.13.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3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유치원 사립 032)873-949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6-1(주안동) 재무감사 2017.10.11 ~ 2017.10.1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2명

회수 181,282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참빛유치원 사립 032)882-93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35번길 31 재무감사 2017.10.17. ~ 2017.10.19.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요구 2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참빛유치원 사립 032)882-93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35번길 31 재무감사 2017.10.17. ~ 2017.10.19. 유치원회계 집행 부당 경고요구 2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숭의유치원 사립 032)885-33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숭의유치원 사립 032)885-33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1명

회수 697,22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숭의유치원 사립 032)885-33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연말정산 신고 소홀 주의요구 1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화유치원 사립 032)882-646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30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5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화유치원 사립 032)882-646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30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및 연말정산 신고 부적정 주의요구 5명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화유치원 사립 032)882-646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30 재무감사 2017.10.24. ~ 2017.10.26.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의요구 2명

회수 405,058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큰사랑유치원 사립 032)212-157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17번길 6 재무감사 2017.10.31. ~ 2017.11.0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고요구 1명

회수 1,475,270원
수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도담유치원 사립 032)439-13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319 재무감사 2017.10.31. ~ 2017.11.02.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3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숲속유치원 사립 032-527-6007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18 재무감사 2016.04.20.~04.22.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30,000,000원

기관경고
경고3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숲속유치원 사립 032-527-6007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18 재무감사 2016.04.20.~04.22. 사립유치원 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7,027,438원

경고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숲속유치원 사립 032-527-6007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18 재무감사 2016.04.20.~04.22.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숲속유치원 사립 032-527-6007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18 재무감사 2016.04.20.~04.22.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자연과아이들유치원 사립 032-507-5111  인천 부평구 원적로471번길 26-6 (부평동)재무감사 2016.04.27.~04.29. 사립유치원 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96,000,000원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자연과아이들유치원 사립 032-507-5111  인천 부평구 원적로471번길 26-6 (부평동)재무감사 2016.04.27.~04.29.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아유치원 사립 032-502-8334 인천 부평구 일신동 414 재무감사 2016.05.18.~05.20.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3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아유치원 사립 032-502-8334 인천 부평구 일신동 414 재무감사 2016.05.18.~05.20. 유치원 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급 1,00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햇살유치원 사립 032-502-2143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재무감사 2016.05.25.~05.27.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햇살유치원 사립 032-502-2143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재무감사 2016.05.25.~05.27.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열림유치원 사립 032-515-4525 인천 부평구 일신동 409 재무감사 2016.06.01.~06.03.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21,661,539원

기관경고
경고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열림유치원 사립 032-515-4525 인천 부평구 일신동 409 재무감사 2016.06.01.~06.03.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동아유치원 사립 032-528-7578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7 재무감사 2016.06.15.~06.17. 유치원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경고

경고 4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동아유치원 사립 032-528-7578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7 재무감사 2016.06.15.~06.17.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4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별초롱유치원 사립 032-527-5596 인천 부평구 청중로 46 재무감사 2016.06.22.~06.24.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성심유치원 사립 032-527-2314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99-7 재무감사 2016.06.29.~07.01.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6,627,910원

경고 1명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성심유치원 사립 032-527-2314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99-7 재무감사 2016.06.29.~07.01.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회수 106,000,000원

주의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청송유치원 사립 032-528-34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재무감사 2016.07.06.~07.08.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해마루유치원 사립 032-501-0700 인천 부평구 구산동 360 재무감사 2016.07.13.~07.15.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3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해마루유치원 사립 032-501-0700 인천 부평구 구산동 360 재무감사 2016.07.13.~07.15.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2,459,84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성아유치원 사립 032-505-5305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 재무감사 2016.09.28.~09.30.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21,500,000원

경고 4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현대유치원 사립 032-518-5148 인천부평구 갈산동 359-3 재무감사 2016.10.05.~10.07.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회수 19,500,000원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현대유치원 사립 032-518-5148 인천부평구 갈산동 359-3 재무감사 2016.10.05.~10.07.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이노필유치원 사립 032-501-2649 인천 부평구 부개2동 493-13 재무감사 2016.11.15.~11.17.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꿈나라유치원 사립 032-516-4997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재무감사 2017.07.06.~07.10.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꿈나라유치원 사립 032-516-4997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재무감사 2017.07.06.~07.10.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꿈나무유치원 사립 032-529-8037 인천 부평구 산곡4동 124-1 재무감사 2017.07.12.~07.14.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꿈나무유치원 사립 032-529-8037 인천 부평구 산곡4동 124-1 재무감사 2017.07.12.~07.14.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새빛솔금유치원 사립 032-512-9610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6번길 재무감사 2017.07.19.~07.21.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새빛솔금유치원 사립 032-512-9610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6번길 재무감사 2017.07.19.~07.2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4,800,88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새빛솔금유치원 사립 032-512-9610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6번길 재무감사 2017.07.19.~07.21.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연세유치원 사립 032-503-0033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76 재무감사 2017.08.02.~08.0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2,20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이화유치원 사립 032-527-6761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재무감사 2017.08.09.~08.11. 현장학습 차량 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이화유치원 사립 032-527-6761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재무감사 2017.08.09.~08.11.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엔젤유치원 사립 032-525-2770 인천 부평구 부개3동 63-31 재무감사 2017.08.16.~08.18. 유치원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The큰빛유치원 사립 032-361-0233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296 재무감사 2017.08.28.~08.30.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추징 54,904,765원

경고 2명
수용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The큰빛유치원 사립 032-361-0233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296 재무감사 2017.08.28.~08.30.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리라유치원 사립 032)429-0183 인천 남동구 이화로13번길 13 (간석동) 재무 2016.4.7.~4.1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253,000원

주의 3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리라유치원 사립 032)429-0183 인천 남동구 이화로13번길 13 (간석동) 재무 2016.4.7.~4.11. 급여 지급 부적정
회수 42,543,440원

경고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브레인유치원 사립 032)433-9700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2-9(논현동) 재무 2016.4.15.~4.1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19,800,000원

경고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새싹유치원 사립 032)831-2320 인천 연수구 청량로길109번길 22(옥련동) 재무 2016.4.20.~4.22. 회계 처리 부적정
회수2,340,510원

주의 3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연수유치원 사립 032)811-5527 인천 연수구 새말로 111(연수동) 재무 2016.6.27.~6.2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23,297,180원

경고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연수유치원 사립 032)811-5527 인천 연수구 새말로 111(연수동) 재무 2016.6.27.~6.29. 수입금 세입처리 부적정
회수 7,918,316원

경고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영보유치원 사립 032)435-2288 인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26(간석동) 재무 2016.9.5.~9.7.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회수 80,915,520원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자연아이유치원 사립 032)433-1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73(도림동) 재무 2016.9.20.~9.22.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회수 33,425,000원

주의 5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자연아이유치원 사립 032)433-1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74(도림동) 재무 2016.9.20.~9.22. 예산의 목적외 사용
회수12,334,122원

주의 5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키즈월드유치원 사립 032)815-1437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연수동) 재무 2016.10.5.~10.7. 회계운영 부적정
회수 5,023,255원

주의 5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키즈월드유치원 사립 032)815-1437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연수동) 재무 2016.10.5.~10.7. 수익자 부담경비 운용 부적정 주의 5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푸른마을유치원 사립 032)469-1210 인천 남동구 용천로4번길 9-9 (구월동) 재무 2016.10.13.~10.17.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 부적정 경고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푸른마을유치원 사립 032)469-1210 인천 남동구 용천로4번길 9-9 (구월동) 재무 2016.10.13.~10.17. 업무용 차량 구매 및 관리 부적정
회수 26,539,275원

경고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푸른마을유치원 사립 032)469-1210 인천 남동구 용천로4번길 9-9 (구월동) 재무 2016.10.13.~10.17. 근로소득세 업무 및 연말정산 처리 부적정
회수 13,878,630원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예지유치원 사립 032)465-0922 인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93-12(만수동) 재무 2016.11.22.~11.24. 예산의 목적외 사용
회수9,443,793원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예지유치원 사립 032)465-0922 인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93-12(만수동) 재무 2016.11.22.~11.24. 공사계약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파랑새유치원 사립 032)434-6449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번길 38-2(간석1동 553-3번지) 재무 2016.11.25.~11.29. 회계운영 부적정
회수 12,000,000원

주의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파랑새유치원 사립 032)434-6449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번길 38-2(간석1동 553-3번지) 재무 2016.11.25.~11.29. 예산의 목적외 사용
회수 173,290원

주의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파랑새유치원 사립 032)434-6449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번길 38-2(간석1동 553-3번지) 재무 2016.11.25.~11.29. 근로계약 업무,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 처리 부적정
회수 3,064,100원

주의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행복한유치원 사립 032)433-4991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7(논현동) 재무 2016.12.5.~12.7.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회수 46,050,036원

주의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간석유치원 사립 032)467-6446 인천 남동구 석산로220번길 18(구월동) 재무 2017.7.21.~7.25.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간석유치원 사립 032)467-6446 인천 남동구 석산로220번길 18(구월동) 재무 2017.7.21.~7.25.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간석유치원 사립 032)467-6446 인천 남동구 석산로220번길 18(구월동) 재무 2017.7.21.~7.25. 근로계약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현대유치원 사립 032)815-2737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선학동, 뉴서울아파트) 재무 2017.8.2.~8.4.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부적정
회수 800,000원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현대유치원 사립 032)815-2737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선학동, 뉴서울아파트) 재무 2017.8.2.~8.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17,065,320원

경고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현대유치원 사립 032)815-2737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선학동, 뉴서울아파트) 재무 2017.8.2.~8.4. 통학차량 임차비용 지급 및 계약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 032)814-7324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0 (선학동) 재무 2017.8.2.~8.4. 차량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 032)814-7324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0 (선학동) 재무 2017.8.2.~8.4. 교직원 건강보험료 공제 부적정

회수 1,123,540원

반환 2,944,070원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작은꽃예능유치원 사립 032)812-3578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23(동춘동) 재무 2017.8.8.~.8.10.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작은꽃예능유치원 사립 032)812-3578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23(동춘동) 재무 2017.8.8.~.8.10.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바다의별유치원 사립 032)833-1466 인천 연수구 옥련로 33(옥련동) 재무 2017.8.8.~.8.10. 통학차량 임차비용 및 계약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 032)437-3626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1(간석동) 재무 2017.10.16.~10.1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596,740원

경고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 032)437-3626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1(간석동) 재무 2017.10.16.~10.18.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무지개유치원 사립 032)429-310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38(간석동) 재무 2017.10.16.~10.1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3,580,720원

경고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무지개유치원 사립 032)429-310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38(간석동) 재무 2017.10.16.~10.18. 계약 및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 4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상인천유치원 사립 032)423-5420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1번길25(간석동) 재무 2017.10.20.~10.24.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선미유치원 사립 032)422-9492 인천남동구 석촌로 27(간석동) 재무 2017.10.20.~10.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수 1,687,450원

경고 1명
수용

동부교육지원청 선미유치원 사립 032)422-9492 인천남동구 석촌로 27(간석동) 재무 2017.10.20.~10.24. 계약 및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프라임청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7-8180서구 청라한울로 59번길 5호(경서동 842번지)재무감사 2016.03.28~03.30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5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프라임청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7-8180서구 청라한울로 59번길 5호(경서동 842번지)재무감사 2016.03.28~03.30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자가용 차량임차료)

회수 4,554,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프라임청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7-8180서구 청라한울로 59번길 5호(경서동 842번지)재무감사 2016.03.28~03.30 유치원회계 적립금운영 부적정 경고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프라임청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7-8180서구 청라한울로 59번길 5호(경서동 842번지)재무감사 2016.03.28~03.30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설립자 공적 이용료)

회수132,000,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드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994서구 청라커낼로 223번길 13(경서동 964-3번지)재무감사 2016.04.01~04.05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드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994서구 청라커낼로 223번길 13(경서동 964-3번지)재무감사 2016.04.01~04.05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급여 선지급)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드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994서구 청라커낼로 223번길 13(경서동 964-3번지)재무감사 2016.04.01~04.05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과태료 및 연체료)

회수 1,339,52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드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994서구 청라커낼로 223번길 13(경서동 964-3번지)재무감사 2016.04.01~04.05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목적

외 사용(공적 이용료 후원금)

회수 1,970,000원

경고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새싹유치원 사립(사인) 032)574-6951 서구 건지로 284번길 5(가좌동 108-1) 재무감사 2016.04.07~04.1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새싹유치원 사립(사인) 032)574-6951 서구 건지로 284번길 5(가좌동 108-1) 재무감사 2016.04.07~04.11
유치원 회계 수입금 세입처리 

부적정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경인여대부속유치원 사립(법인) 032)540-0471 계양구 계양산로 63(계산동 548-4) 재무감사 2016.04.14~04.18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5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경인여대부속유치원 사립(법인) 032)540-0471 계양구 계양산로 63(계산동 548-4) 재무감사 2016.04.14~04.18 시설 적립금 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보람유치원 사립(사인) 032)543-8174 계양구 장제로 928번길 23(병방동100-1)재무감사 2016.04.20~04.22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복수 계좌 사용 등)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보람유치원 사립(사인) 032)543-8174 계양구 장제로 928번길 23(병방동100-1)재무감사 2016.04.20~04.2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보람유치원 사립(사인) 032)543-8174 계양구 장제로 928번길 23(병방동100-1)재무감사 2016.04.20~04.22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인 보험료)

회수 65,160,5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보람유치원 사립(사인) 032)543-8174 계양구 장제로 928번길 23(병방동100-1)재무감사 2016.04.20~04.22
학부모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

정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사인) 032)546-7815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5(병방동 91-1) 재무감사 2016.04.26~04.28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사인) 032)546-7815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5(병방동 91-1) 재무감사 2016.04.26~04.28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상여금 미기재)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사인) 032)546-7815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5(병방동 91-1) 재무감사 2016.04.26~04.28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개인보험료)

회수 24,296,96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사인) 032)546-7815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5(병방동 91-1) 재무감사 2016.04.26~04.28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솔유치원 사립(사인) 032)546-7815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5(병방동 91-1) 재무감사 2016.04.26~04.28
유치원회계세출예산집행 부적

정(사학대출금 이자)

회수 449,85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동진유치원 사립(사인) 032)573-4300 서구 신진말로 32-1(가좌동 212-4 ) 재무감사 2016.05.02~05.04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품의서 미작성 등)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동진유치원 사립(사인) 032)573-4300 서구 신진말로 32-1(가좌동 212-4 ) 재무감사 2016.05.02~05.0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동진유치원 사립(사인) 032)573-4300 서구 신진말로 32-1(가좌동 212-4 ) 재무감사 2016.05.02~05.04
유치원회계세출예산집행 부적

정(도시가스 사용료)

회수 4,093,54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48-5957계양구 아나지로199 (효성동 23-1 뉴서울5차)재무감사 2016.08.24~08.26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48-5957계양구 아나지로199 (효성동 23-1 뉴서울5차)재무감사 2016.08.24~08.26
유치원 급여처리 부적정

(상여금 비과세 처리)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48-5957계양구 아나지로199 (효성동 23-1 뉴서울5차)재무감사 2016.08.24~08.26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48-5957계양구 아나지로199 (효성동 23-1 뉴서울5차)재무감사 2016.08.24~08.2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개인보험료)
회수 12,768원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유치원회계처리 부적정

(복수계좌 사용 등)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적립금)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차입

금)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개인보험료)

회수 125,730,62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승유치원 사립(사인) 032)554-7100 계양구 도두리로 54(작전동 912-4) 재무감사 2016.08.30~09.0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회수 222,7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해유치원 사립(사인) 032)544-7406 계양구 계산로 152번길(301-11) 재무감사 2016.09.05~09.0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4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해유치원 사립(사인) 032)544-7406 계양구 계산로 152번길(301-11) 재무감사 2016.09.05~09.0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차입금)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해유치원 사립(사인) 032)544-7406 계양구 계산로 152번길(301-11) 재무감사 2016.09.05~09.07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
주의 4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해유치원 사립(사인) 032)544-7406 계양구 계산로 152번길(301-11) 재무감사 2016.09.05~09.07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주민세)

회수 137,75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해유치원 사립(사인) 032)544-7406 계양구 계산로 152번길(301-11) 재무감사 2016.09.05~09.07 교원 겸임 업무 부적정
회수 25,200,000원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차량계약부적정(어린이 현장

학습 차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개인차량 유류비 지
출)

회수 123,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주민세)

회수 140,25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재은유치원 사립(사인) 032)566-7272 서구 마전동 완정로 34번길 20(587번지) 재무감사 2016.09.19~09.21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설립자 공적 이용료)

회수 3,000,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나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279서구 고산후로 161번 안길 35(원당동 798-1 )재무감사 2016.09.23~09.27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나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279서구 고산후로 161번 안길 35(원당동 798-1 )재무감사 2016.09.23~09.27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개인보험료)

회수 163,125,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나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279서구 고산후로 161번 안길 35(원당동 798-1 )재무감사 2016.09.23~09.27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나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279서구 고산후로 161번 안길 35(원당동 798-1 )재무감사 2016.09.23~09.27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태료)

회수 8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해나라유치원 사립(사인) 032)563-4279서구 고산후로 161번 안길 35(원당동 798-1 )재무감사 2016.09.23~09.27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공적이용료 후원금)

회수 2,50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6-4080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12(가좌동 19) 재무감사 2016.09.29~10.04
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품의

서
 미작성 등)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6-4080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12(가좌동 19) 재무감사 2016.09.29~10.04
유치원 회계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텃밭 관리인 급여)

회수 10,900,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6-4080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12(가좌동 19) 재무감사 2016.09.29~10.04
차량계약 부적정(어린이 현장

학습 차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6-4080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12(가좌동 19) 재무감사 2016.09.29~10.04
유치원 회계 세출 예산의 목적

외사용(재산세)

회수 944,888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6-4080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12(가좌동 19) 재무감사 2016.09.29~10.04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부적정

회수 910,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사인) 032)567-5670 서구 마전로 115번길 2-6(27블록 8롯트) 재무감사 2016.10.06~10.10
유치원회계처리 부적정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사인) 032)567-5670 서구 마전로 115번길 2-6(27블록 8롯트) 재무감사 2016.10.06~10.10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업무추진비)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사인) 032)567-5670 서구 마전로 115번길 2-6(27블록 8롯트) 재무감사 2016.10.06~10.10
유치원 회계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회수 1,660,51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유치원 사립(사인) 032)567-5670 서구 마전로 115번길 2-6(27블록 8롯트) 재무감사 2016.10.06~10.10
유치원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저축보험료)

회수 142,272,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경인무지개유치원 사립(사인) 032)577-5583 서구 건지로 318번길 7(가좌동 174-115) 재무감사 2017.03.20~03.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납부)

회수 222,510원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경인무지개유치원 사립(사인) 032)577-5583 서구 건지로 318번길 7(가좌동 174-115) 재무감사 2017.03.20~03.22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

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희망찬유치원 사립(사인) 032)563-9009 서구 단봉로 139번길 3-2(왕길동518번지)재무감사 2017.03.20~03.22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차입금 사용 절차 미준수)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희망찬유치원 사립(사인) 032)563-9009 서구 단봉로 139번길 3-2(왕길동518번지)재무감사 2017.03.20~03.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설 무단 용도 변경)

회수 18,700,0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희망찬유치원 사립(사인) 032)563-9009 서구 단봉로 139번길 3-2(왕길동518번지)재무감사 2017.03.20~03.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설립자 공적 이용료)

회수 25,00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에녹유치원 사립(사인) 032)574-7410 서구 원창로 180(신현동 278번지) 재무감사 2017.03.23~03.27
세금 계산서 징구 소홀,세무서 

제출 소홀)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에녹유치원 사립(사인) 032)574-7410 서구 원창로 180(신현동 278번지) 재무감사 2017.03.23~03.27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

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바다유치원 사립(사인) 032)583-0091 서구 염곡로 311번길 7 (석남동 168-76) 재무감사 2017.03.23~03.27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현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샘유치원 사립(사인) 032)584-3333 서구 율도로 15번길 26-9(신현동 173-81)재무감사 2017.03.29~03.3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학대출금 납부)

회수 2,949,580원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샘유치원 사립(사인) 032)584-3333 서구 율도로 15번길 26-9(신현동 173-81)재무감사 2017.03.29~03.31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

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아름다운유치원 사립(사인) 032)572-6215 서구 신현로 44(신현동 283) 재무감사 2017.03.29~03.31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아름다운유치원 사립(사인) 032)572-6215 서구 신현로 44(신현동 283) 재무감사 2017.03.29~03.31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직원이 

아닌 운전자 상여금 지급)

회수 50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아름다운유치원 사립(사인) 032)572-6215 서구 신현로 44(신현동 283) 재무감사 2017.03.29~03.3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태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지출 부
적정)

회수 10,034,324원

경고 4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들유치원 사립(사인) 032)514-5392 계양구 역골로 119번길 17 (다남동 79-2)재무감사 2017.04.03~04.0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학대출금 납부)

회수 8,305,98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들유치원 사립(사인) 032)514-5392 계양구 역골로 119번길 17 (다남동 79-2)재무감사 2017.04.03~04.0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등 지출)

회수 5,116,32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들유치원 사립(사인) 032)514-5392 계양구 역골로 119번길 17 (다남동 79-2)재무감사 2017.04.03~04.05
예산의 목적 외 사용(보험료 

지출 및 관할청 미신고)

회수 72,756,66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들유치원 사립(사인) 032)514-5392 계양구 역골로 119번길 17 (다남동 79-2)재무감사 2017.04.03~04.0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건물구입비 등 지출)

회수 79,722,08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명문유치원 사립(사인) 032)571-9314 서구 고산로 16 (원당동 853-3) 재무감사 2017.04.03~04.05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어

린이 통학 및 현장학습 차량운
행 부적정)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명문유치원 사립(사인) 032)571-9314 서구 고산로 16 (원당동 853-3) 재무감사 2017.04.03~04.0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산세 납부)

회수 3,784,78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하늘유치원(폐원) 사립(사인) 032)547-2111 계양구 효서로 447(서운동6-3) 재무감사 2017.04.07~04.11
세금 계산서 징구 소홀,

세무서 제출 소홀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하늘유치원(폐원) 사립(사인) 032)547-2111 계양구 효서로 447(서운동6-3) 재무감사 2017.04.07~04.11
기타 세출업무 처리 부적정

(차입금 사용 절차 미준수)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노틀담유치원 사립(법인) 032)542-1060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계산동 산40)재무감사 2017.04.07~04.11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

개 소홀
주의 6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뿌리유치원 사립(사인) 032)576-6960 서구 강남로 1(석남1동 477-14) 재무감사 2017.04.12~04.14
각종 급여 공제금 관리 소홀

(사회보험 미가입)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뿌리유치원 사립(사인) 032)576-6960 서구 강남로 1(석남1동 477-14) 재무감사 2017.04.12~04.14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

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새미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3-9763 서구 서달로 155(석남동 470-3 ) 재무감사 2017.04.12~04.14
기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현

장학습 차량운행 부적정)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새미일유치원 사립(사인) 032)573-9763 서구 서달로 155(석남동 470-3 ) 재무감사 2017.04.12~04.1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태료 및 재산세 납부)

회수 1,605,65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큰사랑유치원 사립(사인) 032)567-4301 서구 완정로 64번길 7(마전동 639) 재무감사 2017.08.30~09.01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공

개 소홀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지유치원 사립(사인) 032)565-1600 서구 검단로 836(불로동 308) 재무감사 2017.09.04~09.06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및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회수 7,988,74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연희유치원 사립(사인) 032)562-2662 서구 탁옥로85번길 6(심곡동 285번지) 재무감사 2017.09.04~09.06
예산의 목적외 사용(연체료 및

 개인차량 유류비 지출 부적
정)

주의 4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신유치원(휴원) 사립(사인) 032)578-5840 서구 여우재로 75번길 16(가좌동 397-1) 재무감사 2017.09.08~09.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지출 부적정)

회수 290,75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울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5-6212서구 봉수대로 1548-15 (금곡동 242-5번지)재무감사 2017.09.08~09.12
인가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유아학비 부당 수급

회수 7,480,000원

경고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산울림유치원 사립(사인) 032)565-6212서구 봉수대로 1548-15 (금곡동 242-5번지)재무감사 2017.09.08~09.12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단비유치원(폐원) 사립(사인) 032)545-4004 계양구 까치말로 16번길 3(작전동 657-2)재무감사 2017.09.13~09.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사학대출

금 납부 및 재산세 지출 부적
정)

회수 12,065,980원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단비유치원(폐원) 사립(사인) 032)545-4004 계양구 까치말로 16번길 3(작전동 657-2)재무감사 2017.09.13~09.15
감사자료 미제출 및 세출 구비

서류 미비
경고 3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미래유치원 사립(사인) 032)545-4759계양구 주부토로 363번길 27(작전동, 388-2번지)재무감사 2017.09.13~09.15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2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상아유치원 사립(사인) 032)554-2003 계양구 장제로(병방동 432-5) 재무감사 2017.09.18~09.20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연말정산 

지출 부적정)

회수 5,524,130원

추급 270,19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상아유치원 사립(사인) 032)554-2003 계양구 장제로(병방동 432-5) 재무감사 2017.09.18~09.20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재산세 

지출 부적정)

회수 1,419,76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우리유치원 사립(사인) 032)551-2600계양구 계양대로 129번길 12-1 (작전2동 852-9)재무감사 2017.09.18~09.20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연합회

 특별회비 등 지출 부적정)

회수 1,001,500원

경고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한우리유치원 사립(사인) 032)551-2600계양구 계양대로 129번길 12-1 (작전2동 852-9)재무감사 2017.09.18~09.20
기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어린이 현장학습 차량 운행)
주의 1명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사인) 032)569-3040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819번길 7-5(원당동 813-1)특정감사 2017.06.27~06.29
예산의 목적외 사용(재산세 납

부)

회수 2,730,270원

기관경고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사인) 032)569-3040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819번길 7-5(원당동 813-1)특정감사 2017.06.27~06.29
감사자료 미제출 및 세출 구비

서류 미비
기관경고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사인) 032)569-3040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819번길 7-5(원당동 813-1)특정감사 2018.05.28
유아교육법위반(인가에 관한

사항)
시정 수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사인) 032)569-3040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819번길 7-5(원당동 813-1)특정감사 2018.05.2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처

우개선비 부정 수급)

환수 4,434,340원

경징계요구(감봉3월)
수용 1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사랑과믿음 유치원 사립(사인) 032)569-3040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819번길 7-5(원당동 813-1)특정감사 2018.05.28
사립학교법 위반(교비회계전

출에
 관한 사항)

회수 445,388,732원 수용



유치원 비위유형별 적발건수

○ 인천광역시교육청

연도 근무소홀 직무태만 영리업무 겸직금지 품위손상 비밀엄수위반 금품향응수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 작성대상 : 유치원 감사결과 비위(징계) 처분에 대한 적발 건 



유치원 비위유형별 적발건수

인천교육청 감사관 김선경주무관 032-420-8154

공금횡령유용 등 감독책임 불법지시이행 기타 계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