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여부

1 옥동예은 강남감사팀 사립 271-1181 남구 문수로 410번길 10

전년도 불용액의 예산 편성 소홀 및 

개인소유 차량유류비 등 유치원

회계 지출

경고, 회수(5,025,700원) 수용

2 자연아트 강남감사팀 사립 260-5588 남구 수암로 157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등 자문 소홀
주의 수용

3 한별 강남감사팀 사립 221-1022 남구 신복로71번길 8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 및 공사 

관련 서류 등 미구비
주의 수용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주의 수용

4 신하나 강남감사팀 사립 248-8787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5-12

개인 인터넷요금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1,876,480원) 수용

5 공룡자연 강남감사팀 사립 236-3780 동구 남목13길 27
전년도 불용액의 예산 편성 소홀 및 

개인 휴대폰요금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2,769,800원) 수용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주의 수용

6 해담솔 강남감사팀 사립 212-9055 울주군 범서읍 대리1길 13-3
냉장고 등 개인비용 유치원

회계 지출
경고, 회수(5,943,320원) 수용

7 금란 강남감사팀 사립 256-6851 남구 중앙로 15

일부 관별 결산액의 예산액 초과 및 

사적인 선물 구입 비용 유치원

회계 지출

주의, 회수(168,000원) 수용

8 새울산 강남감사팀 사립 271-1304 남구 꽃대나리로 46번길 5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주의 수용

9 노벨 강남감사팀 사립 265-7333 남구 돋질로 254

일부 관별 결산액의 예산액 초과 및 

차량유류비 등 개인비용 유치원

회계 지출

경고, 회수(43,405,620원) 수용

10 수니 강남감사팀 사립 249-4490 남구 신복로 72번길 28-25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주의 수용

11 한솔 강남감사팀 사립 239-0234 울주군 온양읍 연안2길 38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등 자문 

소홀 및 예결산소위원회 미구성
주의 수용

12 금비 강남감사팀 사립 287-9857 북구 송내13길 14

처우개선비 지급 미해당 교원 

처우개선비 신청,지급 및 휴대폰요금 

등 개인비용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 회수(24,131,350원) 수용

13 상상미술 강남감사팀 사립 234-3658 동구 월봉10나길 4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주의 수용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주의 수용

14 경희자연과학 강남감사팀 사립 258-6715 남구 대공원로 62
일부 관별 결산액의 예산액 초과 및 

개인 휴대폰요금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4,878,480원) 수용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15 화암자연 강북감사팀 사립 201-2711 동구 화잠7길 62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등 비용 

유치원 회계 지출
주의, 회수(398,000원) 수용



16 동해 강북감사팀 사립 287-0063 북구 오치골4길 9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및

작성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부담금 등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주의 수용

17 미래 강북감사팀 사립 285-0066 북구 달래골길 46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및

작성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부담금 등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불용액의 예산 편성 소홀

주의 수용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
주의 수용

18 산새소리 강북감사팀 사립 285-2191 북구 신기3길 30-5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및

작성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부담금 등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불용액의 예산 편성 소홀

주의 수용

19 은빛 강북감사팀 사립 289-8861 북구 명촌로 91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홀 및 개인 차량

유류비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회수(1,152,000원) 수용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0 이화제일 강북감사팀 사립 298-0300 북구 갓안2길 24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
주의 수용

개인 차량유류비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회수(6,548,181원) 수용

예산부족의 이유로 인건비를 

다음연도에 지출
주의 수용

21 해나라 강북감사팀 사립 282-3772 북구 괴정1길 118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부담금 등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2 그림마을 강북감사팀 사립 234-4900 동구 남목18길 28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및

작성 소홀
주의 수용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정당한 지출

명령 없이 지급
경고,회수(8,026,872원)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3 글로벌리더예원 강북감사팀 사립 223-1234  중구 다운6길 16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부담금 등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추가경정예산편성 소홀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소홀 및 

4대보험 미가입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24 재능 강북감사팀 사립 211-1178 중구 신기1길 61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5 예솔 강북감사팀 사립 289-7992 북구 명촌12길 34-10

불용액의 예산편성 소홀 및 차량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유치원

회계 지출

주의,회수(16,000원)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사적인 경조비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회수(540,000원) 수용

불용액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예산편성 소홀
주의 수용

26 빛나몬테소리 강북감사팀 사립 252-3385 동구 남목19길 3

유치원 예·결산 및 

급식 소위원회 미구성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개인 차량유류비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회수(6,030,000원) 수용
27 선경 강북감사팀 사립 243-4232 중구 우정3길 9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회계 적립급 적립 신청 및 

승인 없이 적립
주의 수용

28 울산 강북감사팀 사립 281-1322 중구 학성1길 33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9 옥현 강남감사팀 공립 249-6620 남구 옥현로 18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 실시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유치원 통학차량 

원장 명의 등록, 토지·건물의 재산세 

및 주민세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회수(925,360원) 수용

원장 보수 과다지급 주의, 회수(3,277,760원) 수용

직원 퇴직금 미적립 및 근로소득세 원

천징수 미실시
주의, 시정 수용

30 아담 강남감사팀 사립 239-7601 울주군 거남1길 38

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소홀 및 인지세 미징구
주의, 회수(20,000원) 수용

물품구매 대금 과다지급 주의, 회수(479,000원) 수용

사무직원 과다채용 및 근거없는 

운전원 수당 지급
주의, 회수(2,760,000원) 수용

미인가 학급수 증설 및 

시설 무단변경
경고, 시정 수용

방과후과정 특기적성 교육강사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홀
주의, 시정 수용

원장 명의의 통학차량 등록 시정 수용

31 예일 강남감사팀 사립 297-7200 북구 관문길 137

지출명령 없이 현금인출하여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불일치
경고 수용



31 예일 강남감사팀 사립 297-7200 북구 관문길 137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차량 과태료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2,880,130원) 수용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 실시 주의, 시정 수용

물품구매 대금 과다지급 주의, 회수(120,000원) 수용

교사·대지 재산세 및 주민세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2,222,460원) 수용

업무추진비에서 개인에게 월정액 및 

사적인 경조비 지출
경고, 회수(9,452,000원) 수용

퇴직금 외 퇴직위로금 추가지급 주의, 회수(500,000원) 수용

스쿨뱅킹 수수료 부당 지급 주의, 회수(572,000원) 수용

급식비 목적외 사용 주의, 회수(692,960원) 수용

32 민들레 강남감사팀 사립 285-2480 북구 양지길 28

계약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설립자가 예절지도사 및 사무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수 부당 지급
경고, 회수(103,600,000원) 수용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적립 주의, 시정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유치원 건물·토지

재산세 및 토지세 유치원회계 지출

주의, 회수(2,188,032원) 수용

교육강사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실시
주의, 시정 수용

33 백련과학 강남감사팀 사립 245-1554 중구 성안로 214

시설공사 인지세 및 보증금 미징구,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주의, 회수(200,000원) 수용

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여부

개인소유 차량유류비 등 개인비용 유

치원회계 지출, 회계서류 증빙서 누락
주의, 보전(595,000원) 수용

1 신후 강남감사팀 사립 223-3050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 33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

약 체결
주의 수용

직원 이중 근로계약 작성 및 

급여 이중 지급
경고, 보전(8,500,000원) 수용

2 으뜸과학 강남감사팀 사립 246-6200 울주군 범서읍 천상6길 28-1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미흡 및 소위

원회(급식,예결산) 미구성
주의 수용

3 소정숲 강남감사팀 사립 265-6585 남구 문수로321번길 4
적립금 적립계획 및 사용 사전 미승

인, 일부 관별 결산액의 예산액 초과, 

개인 물품 김치냉장고 유치원회계 지

출

주의, 보전(1,980,000원) 수용

4 하늘숲생태 강남감사팀 사립 258-4123 남구 번영로 30번길 15-4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지출 업무 부

적정(현금 지급)
경고, 보전(3,360,000원) 수용4 하늘숲생태 강남감사팀 사립 258-4123 남구 번영로 30번길 15-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보장성 보험 

관리 소홀

주의 수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급식, 

예결산) 미구성
주의 수용

5 지혜숲 강남감사팀 사립 237-2121 울주군 온산읍 영남4길 28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및 

오류기재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개인 차량유류비 등 유치원회계 

지출, 지출업무 부적정(계좌이체 아닌 

현금 지출)

경고, 보전(466,000원) 수용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미비 및 

관리 소홀
주의 수용

6 연세자연 강남감사팀 사립 239-3335 울주군 온양읍 솔밭길 55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주의, 회수(40,000원)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물품계약 증빙

서류 징구 소홀

경고 수용

7 베델 강남감사팀 사립 277-7365 남구 어은로3번길 7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1인 수의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인지세 미징구

주의, 회수(650,000원) 수용

8 범서현대 강남감사팀 사립 211-7447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43

개인 차량유류비 등 유치원회계 

지출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

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보전(160,000원)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물품계약 증빙

서류 미징구, 개인 차량 환경개선부담

금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 보전(2,408,220원) 수용

9 프라임 강남감사팀 사립 268-8748 남구 돋질로 311번길 13

예결산, 교육과정 등 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및 선출관리위원회 

미구성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주의 수용

10 아름 강남감사팀 사립 266-9057 남구 월평로 274 처우개선비 지급 미해당 교원 

처우개선비 신청,지급 및 식품위생 위

반 과태료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 회수(6,800,000원) 수용

11 울산누리 강남감사팀 사립 225-8822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물품계약 증빙

서류 미징구, 보장성 보험 관리

 소홀

경고, 시정 수용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

리위원회 미구성 및 예결산, 교육과정 

등 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주의 수용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및 

작성 소홀
주의 수용

11 울산누리 강남감사팀 사립 225-8822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유치원 통학차랑 미신고 주의, 시정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12 온누리 강남감사팀 사립 264-9425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5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

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미비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유치원회계 

서류 보관 소홀 및 물품계약 증빙

서류 미징구, 사립유치원 연합회비유

치원회계 지출

경고, 보전(400,000원) 수용

13 온산에덴 강남감사팀 사립 238-7787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길 42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소

홀
주의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주의 수용

14 서라벌 강북감사팀 사립 251-1728 동구 바드래길 92-1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수용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미비 및 

관리 소홀
주의 수용

15 은성 강북감사팀 사립 294-4511  중구 산전1길 12

전년도 불용액의 예산 편성 누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 소홀
주의,보전(700,000원) 수용

16 양정현대 강북감사팀 사립 289-1543 북구 치전1길 39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17 예지원 강북감사팀 사립 289-3323 북구 상방로 160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수용

회계 개시일 이전 예산 집행 주의 수용

18 동그라미 강북감사팀 사립 292-2984 북구 아랫마을길 12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미실시
주의 수용

교원 임면 지연 보고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경고 수용

19 동화 강북감사팀 사립 282-6150 북구 동대17길 11

방과후과정의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미공개 및 절차 소홀
주의 수용

20 연세2 강북감사팀 사립 289-8800 북구 지당3길 16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목적외의 적립금

적립 및 집행

경고,보전(15,500,000원) 수용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 소홀
경고,보전(3,446,583원) 수용

20 연세2 강북감사팀 사립 289-8800 북구 지당3길 16

교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지출

근거 없이 수당 지급
경고,보전(7,400,000원) 수용

교원 임면 지연 보고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의 수용
21 라온수피아 강북감사팀 사립 292-6031 중구 병영로 41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22 대성 강북감사팀 사립 252-0097 동구 대송2길 10
근로계약서 작성 및 소득세 등 

납부 소홀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소홀 주의 수용

23 월드키즈 강북감사팀 사립 246-2004 중구 성안2길 27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및 지급근거 없는

수당 지급

경고,보전(6,900,000원) 수용

개인 차량유류비 등 유치원회계 지출, 

지출 근거없는 수당 등의 지급
경고,보전(13,507,690원),회수(2,400,000원) 수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및 결과 미공개
주의 수용

24 아리솔 강북감사팀 사립 256-2277 중구 종가5길 31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소홀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및 개인 차량 

주유비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보전(8,308,865원) 수용
25 호계비둘기 강북감사팀 사립 298-8945 북구 당수골길 12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소홀 주의 수용

교원 임면 지연 보고 주의 수용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및 지급근거 없는

수당 지급

경고,보전(11,000,000원) 수용

유치원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홀
주의 수용

26 파랑새생태 강북감사팀 사립 297-2600 중구 학성공원5길 1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주요사항의

자문 미실시 및 결과 미공개
주의 수용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보관 소홀, 개인 핸드폰요금 

유치원회계 지출

경고,보전(1,614,470원) 수용

27 하나 강북감사팀 사립 251-4673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21

계약(공사내역서, 승낙사항 등) 및

공사 서류 보관 소홀
주의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