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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1)

∙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재정투명성

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회계 관리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이슈페이퍼는 공･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취약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음. 

∙ 유치원의 회계 업무는 사립원장이나 공립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회계 관련 

교육이나 관리 매뉴얼 보급이 부족하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회계에 포함

시켜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정책 제안으로서, 회계 담당 전담인력 배치 지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 관련 교

육 강화, 예･결산 양식의 표준화와 매뉴얼 전수 보급, 초등병설유치원의 독립 회계 

수행, 실제 예･결산과 정보공시 내용을 일치 유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함.

1. 문제제기

□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높아지면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치원의 회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2013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실시하고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월 7만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공 재정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공립유치원은 초중등 학교와 동일한 체계로 유치원 회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

원의 경우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이전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 본 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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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관리도 없었음. 

◦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과 교사 수당 등의 국가 재정 지원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 또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본 페이퍼에서는 공･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함. 

2.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가. 유아교육 정책 사업

□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 사업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인적자원운

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지원 등 다

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인적자원운용은 공립유치원의 인건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이 사업에 포함됨.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단위 사업으로서 유아교육진흥이라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은 다시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유아교육 진

흥 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이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 방향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그

대로 보여줄 수 있음. 

◦ 교육복지 지원은 유아 개개인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누리과정 지원과 급식비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관련되어 있음. 

◦ 학교재정운영관리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공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의미함. 이 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는 유치원환경

개선과 유아교육진흥원설립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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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의 유치원 지원 정책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공립정규교직원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공립유치원비정규직원인건비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 사업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비

학교교육
여건개선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교육환경
개선시설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60.

나. 유아 및 사립교원에 대한 지원

□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속하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사

업으로서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포함) 지원과 사립유

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정부가 학부모에 대해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이 그것임.

◦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기본과정 교육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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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지원됨으로써 취학전 3년간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 되어 있음. 즉, 가구 소득수준

이나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일일 3~5시간

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비는 행정상 부모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며 금융기관에서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국가가 지원한 교육비를 부모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의 단가는 2015년 현재 3~5세 전 연령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기

준으로 월 220,000원이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월 60,000원이 아동별로 

부모에게 지원됨. 

□ 누리과정과 더불어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부모에게 국

가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임. 

◦ 지원 조건은 반드시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 15

일 이상 이용해야 함. 

◦ 15일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유치원 자체 예산이 충당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실정

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는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사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으로 구분

됨.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원 수준이 조금 높아진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평균 월 400,000원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음. 시･도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

◦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당 교사 1인에 대해 월 110,000원의 수당이 지급

되는 제도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기본급 외에 월 5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밖의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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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교육 예산

□ 2014년 국가 유아교육 총 예산 규모1)는 <표 2>에서 보듯이 5,078,926백만원이고, 이 

중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1,567,477백만원을 제외하면 유치

원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 예산은 3,511,450백만원임. 

◦ 이는 전해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셈임. 유아교육 국가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

의 유아교육 예산 자료를 교육부가 수합하여 총계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교육비를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의 규모는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2,640억원임. 

◦ 지자체에 따라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에서 서울과 

인천은 사립유치원에 각각 2,263백만원과 7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과 전북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어린이집에 각각 156백만원과 70백만원을 지원함. 

<표 2> 2014년 각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공립 공립 예산1 예산2

서울 42,961 2,404 43,632 12,514 241,028 295,003 39,251 26,119 702,912 407,909

부산 17,331 6,080 25,734 4,630 120,842 68,215 6,089 12,684 261,605 193,390

대구 15,635 951 11,885 5,199 96,922 43,421 773 0 174,786 131,365

인천 25,607 4,254 10,626 9,673 96,938 83,941 10,139 2,562 243,740 159,799

광주 19,717 2,432 11,278 5,490 59,924 51,160 2,485 9,935 162,421 111,261

대전 23,306 1,658 12,907 4,358 67,803 45,019 3,011 66 158,128 113,109

울산 14,546 2,086 8,740 3,574 49,879 33,519 6,015 583 118,942 85,423

세종 5,079 1,446 166 3,983 1,131 12,347 1,457 73,260 98,869 86,522

경기 135,369 16,020 63,537 42,179 431,042 410,534 46,598 155,960 1,301,239 890,705

강원 48,844 6,319 6,101 8,931 37,012 53,101 7,156 41,991 209,455 156,354

충북 46,702 8,160 4,112 10,906 31,625 64,106 7,749 7,838 181,198 117,092

충남 43,813 10,121 6,772 15,447 55,383 83,879 11,758 3,752 230,925 147,046

전북 52,557 9,903 9,998 9,750 46,372 61,857 16,978 1,638 209,053 147,196

전남 73,665 8,028 7,138 9,755 28,223 63,303 13,062 1,810 204,984 141,681

1) 2015년 총 유아교육 예산은 5월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합 중이므로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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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구분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공립 공립 예산1 예산2

경북 152,267 23,832 17,557 15,322 95,878 53,344 5,946 9,217 373,363 320,019

경남 67,048 7,023 22,631 18,807 123,446 107,967 9,325 19,290 375,537 267,570

제주 12,845 1,978 1,490 4,236 12,253 36,761 2,140 65 71,768 35,007

총계 232,160 32,833 41,678 38,365 231,577 198,072 17,411 28,572 820,669 622,598

  주: 예산1은 지역별 항목 합계이며 예산2는 예산1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액을 제외한 합계임.

자료: 교육부(2014). 2014년 유아교육 예산안. 내부자료..

□ 연도별 유아교육 예산을 보면, 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급격히 늘

어난 결과를 알 수 있음. 매년 1조 이상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임. 

<표 3> 연도별 유아교육 예산 총액 변화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 2014

예산 1,012,019 1,235,853 1,500,018 1,923,903 3,027,984 4,139,704 5,304,268

  주: 1) 2013년 자료는 결산에 의함. 나머지 연도는 모두 예산에 의함.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3. 유치원 회계 실태 분석 

□ 유치원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조사는 2014년 8월~9월에 걸쳐 공･사립 유치원 총 600여개 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음. 조사는 온라인 방식이었으며 설립유형뿐 아니라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소

재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을 표집함. 

◦ 조사의 내용은 기본현황, 인건비 산출 관련 자료, 회계 및 예결산, 정보공시탑재, 회계

관리 현황 및 애로점 등으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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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 담당자

□ 예･결산 및 회계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전체 유치원 중 42.3%가 담당 행정

직원(정규직)이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4.8%는 원장이, 

14.2%는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음(<표 4> 참조).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6.5%이며, 행정보조원, 원감 담당이 각각 3.9%, 2.7%를 차지함. 

◦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읍면지역 51.9%, 중소도시 38.9%, 대도시 36.8%로 도

시지역일수록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공립의 경우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으

며, 27.6%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반면 사립은 49.8%가 원장이 담당하고 행정직

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20.1%임.

◦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장이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특히 외부 전문 업체 담당 비중이 증가함. 

<표 4> 예･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

단위: %, (개원)

 
담당

행정직원
행정

보조원
원장 원감 담임교사

외부 
전문업체

기타 계(N) X2(df )

전체 42.3 3.9 24.8 3.7 14.2 6.5 4.6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36.8 1.5 29.4 7.4  7.4 8.8 8.8 100.0(138)

36.9(12)***중소도시 38.9 4.4 24.3 3.1 17.7 8.0 3.5 100.0(227)

읍면 51.9 5.1 21.5 1.3 15.2 2.5 2.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64.4 3.5 0.0 0.0 27.6 0.0 4.6 100.0(263)
n･a.

사립 20.1 4.3 49.8 7.3 0.8 13.1 4.6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58.2 5.1 8.9 0.6 21.5 0.0 5.7 100.0(159)

103.4(12)***중규모 33.9 3.7 27.5 3.2 20.6 6.9 4.2 100.0(191)

대규모 37.0 2.9 36.4 6.9  0.6 12.1 4.1 100.0(17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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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업무 연수 및 매뉴얼 구비 현황

□ <표 5>는 유치원에서의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운영관리에 대한 담당자 연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임. 연수 경험이 있는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67.3%이

고 나머지 32.7%는 경험이 없었음. 

□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수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짐.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

시 순으로 각각 58.5%, 67.8% 76.6%임.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은 56.5%, 사립은 

78.2%로 사립의 유경험 응답율이 높음. 

<표 5>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계(N) X2(df )

전체 67.3 32.7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76.6 23.4 100.0(137)

11.1(2)**중소도시 67.8 32.2 100.0(227)

읍면 58.5 41.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56.5 43.5 100.0(262)
27.9(1)***

사립 78.2 21.8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54.1 45.9 100.0(159)

32.3(2)***중규모 64.2 35.8 100.0(190)

대규모 82.8 17.2 100.0(174)

** p < .01, *** p < .001

□ 회계업무 담당자의 예･결산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연수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68.5%임. 보통이다는 의견이 

8.1%, 전혀 필요없음이 2.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유치원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매우 필요하다

는 의견이 65~70%수준이므로, 유치원 현장에서 상당한 인력이 예･결산 운영 관리에 

대한 연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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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계업무 담당자 연수 필요성

단위: %, (개원)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N) X2(df )

전체 68.5 19.0 8.1 2.1 2.3 100.0(521)

지역 규모

대도시 73.7 16.1 5.8 2.9 1.5 100.0(137)

5.2(8)중소도시 65.8 19.6 9.8 1.8 3.1 100.0(225)

읍면 67.9 20.8 7.6 1.9 1.9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67.1 16.9 10.0 2.3 3.8 100.0(261)
9.2(4)

사립 70.0 21.2 6.2 1.9 0.8 100.0(260)

유치원 규모

소규모 60.8 20.9 11.4 3.2 3.8 100.0(158)

14.4(8)중규모 67.2 22.2 6.4 2.1 2.1 100.0(189)

대규모 77.0 13.8 6.9 1.2 1.2 100.0(174)

□ 예산 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현황을 보면, 80.1%의 유치원에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

음(<표 7> 참조). 도시지역일수록 67.9%, 65.8%, 73.7%로 매뉴얼 보유 유치원 비중

이 높음. 공립, 사립 모두 매뉴얼 보유수준이 각각 81.3%, 78.4%로 비슷함. 

<표 7> 예산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단위: %, (개원)

 있음 없음 계(N) X2(df )

전체 80.1 19.9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83.9 16.1 100.0(137)

1.7(2)중소도시 78.4 21.6 100.0(227)

읍면 79.2 20.8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81.3 18.7 100.0(262)
0.5(1)

사립 78.9 21.1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80.5 19.5 100.0(159)

1.7(2)중규모 77.4 22.6 100.0(190)

대규모 82.8 17.2 1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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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읍면이거나 유치원규모가 작을 경우에 3년 이내 예･결산 회

계업무 관련 연수경험 비중이 낮고, 매뉴얼 보유비율도 낮으며, 연수 필요성을 느끼는 

의견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결산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다. 예･결산의 정보공시

□ 다음 <표 8>은 예･결산 자료의 정보공시와 관련한 부분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결산 양식과 정보공시에 탑재하는 양식과의 차이 정도를 알아봄. 조사한 

결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결산 자료와 유치원정보공시(‘유치원 알리미’)에 올린 

자료와 예･결산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나고 4.2%는 조금 일

치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임. 

◦ 설립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공립유치원은 정보공시자료와 실제 예･결산이 81.7%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사립은 65.9%정도에 그침.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시

되는 예･결산과 실제 항목이 다른 비율이 높은 편임. 

<표 8>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와 실제 예･결산 항목 간 일치 여부

단위: %, (개원)

 완전히 일치 상당 부분 일치 어느 정도 일치 계(N) X2(df )

전체 73.8 22.0 4.2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75.9 21.9 2.2 100.0(137)

3.6(4)중소도시 74.9 21.2 4.0 100.0(227)

읍면 70.4 23.3 6.3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81.7 15.3 3.1 100.0(262)
16.9(2)***

사립 65.9 28.7 5.4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76.1 18.9 5.0 100.0(159)

1.6(4)중규모 73.2 23.2 3.7 100.0(190)

대규모 72.4 23.6 4.0 100.0(17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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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 자료 탑재 업무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전체의 37.2%

정도이며, 담당 행정직원이 24.3%, 원장 17.6%, 원감 14.4%로 나타남(<표 9> 참조). 

◦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담임교사와 담당행정직원이 예･결산 자료를 유치원 정보공시

에 탑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오히려 원감이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음. 

◦ 공립, 소규모, 읍면지역에서 담임교사가 탑재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많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특징적인 점

으로 공립의 경우, 담임교사가 64.5%까지 담당하고, 담당 행정직원이 32.1%였으나, 

사립의 경우, 원장이 35.4%, 원감이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립

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9> 예･결산 자료 정보공시 탑재 업무 담당자

단위: %, (개원)

 담당 행정직원 원장 원감 비담임교사 담임교사 기타 계(N) X2(df )

전체 24.3 17.6 14.4 3.3 37.2 3.3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17.7 14.7 25.0 5.9 34.6 2.2 100.0(138)

41.8(10)***중소도시 21.2 21.2 13.7 3.5 35.7 4.9 100.0(227)

읍면 34.6 15.1  6.3 0.6 41.5 1.9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32.1  0.0  0.0 0.4 64.5 3.1 100.0(263)
300.4(5)***

사립 16.5 35.4 28.9 6.2  9.6 3.5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26.4  5.0  1.9 0.0 63.5 3.1 100.0(159)

169.2(10)***중규모 20.0 20.5  9.0 3.2 43.2 4.2 100.0(191)

대규모 27.2 26.0 31.8 6.4  6.4 2.3 100.0(174)

*** p < .001

□ <표 10>은 예･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임. 실제 유치원에서는 양

식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49.8%에 달함. 다음은 양식에 이기하는 

작업의 번거로움이 14.0%를 차지하고 그 밖에 사이트 내 탑재 과정의 불편함, 양식에

서 자동 전자계산이 되지 않는 불편함, 예･결산서 탑재 시기의 불편함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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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예･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세부항목 

이해 
이기
작업

탑재
과정

자동계산
불가

탑재
시기

실제
양식격차

기타 계(N) X2(df )

전체 49.8 14.0  9.2  9.9  9.0 7.0 1.1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51.7 10.3  3.5 14.7 10.3 8.6 0.9 100.0(138)

20.3(12)중소도시 46.9 17.0  8.8 10.8  9.3 6.2 1.0 100.0(227)

읍면 52.2 12.7 14.9  4.5  7.5 6.7 1.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50 14.1 11.7  6.8 10.7 5.3 1.5 100.0(263)
9.2(6)*

사립 49.6 13.9  7.1 12.6  7.6 8.4 0.8 100.0(261)

* p < .05

라. 예산 부족 및 과잉 경험

□ 유치원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

치원의 76.3%가 예산을 남긴 경험이 있고 74.4%는 예산부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표 11> 참조). 

◦ 남은 예산에 대한 추후 처리방법은 90.43%가 이월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비로 사용한

다는 곳이 3.48%, 기타, 불용액조서, 다음 년도 필요 교재교구 구입 반납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하고 있음. 

◦ 설립유형별로 보면 예산부족 경험은 공립에서의 응답비율이 높고 예사과잉 경험은 사

립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산 부족을 경험한 유치원에 한하여 추후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94%에 

달하는 유치원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그 밖에 설립자 부담, 차입

금, 이사장 부담, 타 예산 집행시 긴축행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부족에 대한 

추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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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여부
단위: %

 예산과잉 경험있음 예산부족 경험있음

전체 76.3 74.4

지역 규모

대도시 75.2 65.7

중소도시 77.1 76.0

읍면 76.1 79.8

설립 유형

공립 71.0 83.4

사립 81.6 65.5

유치원 규모

소규모 79.9 82.9

중규모 74.2 71.8

대규모 75.3 69.5

  주: ‘경험없음’ 해당 비율은 생략함.

마. 회계업무 개선사항

□ 기타 지자체 지원, 예산수립, 집행, 결산보고,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업무 간소화에 대한 개선욕구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함(<표 12> 참조). 다음으로 재정 담당 인력 배치 및 회계 연수 등에 대한 필요를 

23.3%가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예산 지원 시기와 사업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예산운

영의 어려움을 꼽았음. 

<표 12> 유치원 회계업무 관련 개선 요구
단위: (개원), %

개선 요구 내용 사례수 계

전체 (193) 100.0

업무의 간소화(예산집행, 서류업무) (54) 28.0

재정담당 인력 배치 및 회계 연수 필요 (45) 23.3

예산지원 시기와 사업개시일의 부조합 (18)  5.2

예산 지원 부족(방과후 예산, 지자체 지원예산 안정화 등) (18)  5.2

정보공시(회계시스템, 양식, 시기, 정보연동, 정보신뢰성 검증 등) (16)  9.3

유치원 별도 회계규칙 필요 (14)  7.3

매뉴얼 필요 (10)  8.3

기타 (1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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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계처리와 예･결산 양식

1) 공립 초등병설 유치원

□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결산현황을 분석해보면, 공립초등병설유치원은 대부

분 초등학교회계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별도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음. 

◦ <표 13>에 제시된 조사결과를 보면, 예･결산서 독립작성이 전체의 22.9%이며, 초등학

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이 77.1%임. 즉,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예･결산서

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 하는 

경우가 80.6%에 달함. 

◦ 초등학교의 예･결산서와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유치원은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음. 

<표 13> 초등병설유치원 예･결산서 작성 현황

단위: %, (개원)

 
유치원 예･결산서 

독립 작성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 작성
계(N) X2(df )

전체 22.9 77.1 100.0(218)

지역 규모

대도시 19.4 80.6 100.0( 36)

0.4(2)중소도시 24.4 75.6 100.0( 90)

읍면 22.8 77.2 100.0( 92)

유치원 규모

소규모 19.9 80.2 100.0(136)
1.9(1)

중규모 28.1 72.0 100.0( 82)

□ 유치원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독립작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독립예산과 별도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이고, 별도 인력이 없

으나 독립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2.0%, 초등학교 행정실 업무 미지

원이 2.0%임. 

◦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 중 82.0%가 인력이 없어도 초등학교와 독립예산을 

쓰기 때문에 독립작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별도 인력의 유무보다는 독립 예산

을 보유로 인해 예･결산서 독립작성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대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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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독립예산과 별도인력을 보유로 인하여 예･결산서 독립작성한다는 응답이 28.6%

로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14> 병설유치원의 예･결산서 초등학교와 독립 작성 이유

단위: %, (개원)

 
별도 인력 있고, 
독립예산 보유

별도 인력 없으나, 
독립예산 보유

초등 행정실의 
업무 미지원

기타 계 X2(df )

전체 14.0 82.0 2.0 2.0 100.0(50)

지역 규모

대도시 28.6 71.4 0.0 0.0 100.0( 7)

4.2(6)중소도시  9.1 86.4 4.6 0.0 100.0(22)

읍면 14.3 81.0 0.0 4.8 100.0(21)

유치원 규모

소규모 14.8 81.5 0.0 3.7 100.0(27)
2.1(3)

중규모 13.0 82.6 4.4 0.0 100.0(23)

□ 예･결산서를 독립 작성할 경우의 회계표 담당자는 전체의 50.0% 정도가 (업무담당) 교

사임(<표 15> 참조). 나머지 32.0%가 담당 전문인력, 2%는 원감이 회계표를 담당함. 

◦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에서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2.9%로 가장 비

중이 높고, 중소도시는 72.7%에서 업무담당 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음. 

<표 15> 예･결산 독립작성 초등병설유치원의 회계표 담당자

단위: %, (개원)

 (업무담당) 교사 원감 담당 전문인력 기타 계(N) X2(df )

전체 50.0 2.0 32.0 16.0 100.0(50)

지역 규모

대도시 14.3 14.3 42.9 28.6 100.0( 7)

14.6(6)*중소도시 72.7  0.0 18.2  9.1 100.0(22)

읍면 38.1  0.0 42.9 19.1 100.0(21)

유치원 규모

소규모 40.7  0.0 48.2 11.1 100.0(27)
7.8(3)*　

중규모 60.9  4.4 13.0 21.7 100.0(23)

* p < .05

□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합작성 시 불편한 점에 대하

여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불편한 점으로는 학교 행정직원의 유치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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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족 50.4%였고, 다음으로 35.0%인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설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유치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지 않다는 것 6.5%, 초

등학교의 예･결산 양식과 유치원 양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 5.7% 등이 제시됨. 

<표 16> 공립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예･결산 통합작성 시 불편한 점

단위: %, (개원)

 
유치원 

이해부족
유치원 선호 

예산작성 불가
설명 필요한 

업무량이 많음 
초등 예･결산 
양식과 미동일

기타 계(N) X2(df )

전체 50.4 6.5 35.0 5.7 2.4 100.0(123)

지역 규모

대도시 70.8 4.2 16.7 4.2 4.2 100.0( 24)

9.0(8)중소도시 38.5 9.6 42.3 7.7 1.9 100.0( 52)

읍면 53.2 4.3 36.2 4.3 2.1 100.0( 47)

유치원 규모

소규모 47.4 7.9 35.5 6.6 2.6 100.0( 76)
1.3(4)

중규모 55.3 4.3 34.0 4.3 2.1 100.0( 47)

2)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양식을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회계양식은 전체 58.4%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응답함. 32.2%는 회계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전체 5.9%가 유치원 자체양식을, 3.5%가 지역 사립유치원

의 보편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교육청 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높아 보이나 실제로 응

답에서 지역이나 기관규모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음. 

<표 17>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양식

단위: %, (개원)

 교육청 양식 유치원 자체양식
지역 사립유치원의 

보편적 양식
회계 전문업체 

양식
계(N) X2(df )

전체 58.4 5.9  3.5 32.2 100.0(255)

지역 규모

대도시 59.3 8.8  3.3 28.6 100.0( 91)

5.0(6)중소도시 58.5 3.4  2.5 35.6 100.0(118)

읍면 56.5 6.5  6.5 30.4 10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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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계속)

 교육청 양식 유치원 자체양식
지역 사립유치원의 

보편적 양식
회계 전문업체 

양식
계(N) X2(df )

유치원 규모

소규모 52.4 0.0 14.3 33.3 100.0( 21)

10.4(6)중규모 59.8 8.1  3.5 28.7 100.0( 87)

대규모 58.5 5.4  2.0 34.0 100.0(147)

□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보면,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개별 유치원마다 또는 지역별로 특

정 비용을 임의적으로 일부 항목에 계상하고 있어 회계 정보 비교 시에 혼란을 가져오

는 경우가 있음. 

◦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회계처리 계상 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교사의 경

우 인건비를 임시직 급여 항목에 작성하는 경우가 전체의 54.6%임. 정규직과 동일하

게 인건비에 계상하는 경우는 24.2%임. 공통운영비에는 3.3%, 학부모 부담경비로 회

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는 1.7%로 매우 다양함. 

◦ 비정규 직원의 경우도 임시직 급여 인건비로 58.5%가 작성하나,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 또한 18.3%임. 특성화 교육 강사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운전기사의 경우 임시직 급여 인건비 항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37.2%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예･결산서에 항목 작성하는 경우가 26.9%, 공통운영비로는 전체 유치원의 

18.2%가 작성하고 있음. 

◦ 급식관련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임시직 급여 인건비 항목으로 작성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지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24.6%임. 

<표 18> 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상 항목

단위: %, (개원)

비정규직 구분 
인건비-임시직 

급여
인건비-정규직 

항목
공통운영비

학부모 
부담경비

기타 계(N)

교사 54.6 24.2  3.3  1.7 16.3 100.0(240)

직원 58.5 18.3  6.6  2.1 14.5 100.0(241)

특성화 강사 21.3 10.4 10.8 37.1 20.4 100.0(240)

운전기사 37.2 26.9 18.2  9.1  8.7 100.0(242)

급식 종사자 30.3 24.6  9.0 24.2 11.9 1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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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후 예･결산서 항목으로 계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16.9%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표 19> 참조).

<표 19> 사립유치원에서 지출 비용 계상 항목 선정이 어려웠던 경험 여부

단위: %, (개원)

 예 아니오 계(N) X2(df )

전체 16.9 83.1 100.0(249)

지역 규모

대도시 16.5 83.5 100.0( 91)

0.1(2)중소도시 17.5 82.5 100.0(115)

읍면 16.3 83.7 100.0( 43)

유치원 규모

소규모 4.8 95.2 100.0( 21)

3.0(2)중규모 15.7 84.3 100.0( 83)

대규모 19.4 80.6 100.0(145)

4. 개선점

□ 분석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바탕으로 현행 유치원 회계에서 개선점 

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함.

□ 유치원에 회계 담당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또는 교육청 소속 순환 사무인력 파견 등의 방안을 제시함.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행정인력을 함께 활용하도록 행정직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려할 만함. 

◦ 유치원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인력이 별도로 없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립

유치원은 50% 정도 비율로 원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28%에서는 교

사가 회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많은 경우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유치원의 운영 결과

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입장임. 예･결산 수립과 집행을 모두 원장이 

진행하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투명성이나 정확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립 유치원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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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경우 다연령을 지도해야 한다거나 별도 행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등 교사의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회계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교사 업무 과중이 우려됨. 대부분 공립병설유치원이므로 초등학교의 행정인력이 유치

원 회계업무를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행정원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동인을 부여해야 함.

□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해 유치원 예･결산 운영 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

요가 있고,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교사가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회계 관련 

업무 연수가 필요함. 

◦ 회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88%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사림은 90%가 넘는 요구를 보였음. 

◦ 공립유치원의 경우 43.5%가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

답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임. 특히 공립의 28%가 교사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회계 업무 교육이 더욱 필요함.

□ 예･결산 양식의 표준을 제시하고 각 관･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가 포함된 매

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전체 유치원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결산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또는 개별 유치원별

로 자의적으로 회계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같은 지출 내역도 유치원에 따라 다른 

항목에 계상하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간 회계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 전달

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동일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자의적인 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동일 설립유형(공립-사립) 간에는 일정한 양식이 활

용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 관･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유치원에 일

제 보급할 필요가 있음.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20%정도의 유치원은 회계 관련 매뉴얼

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치원 전수에 대한 개정 매뉴얼 보급이 

있어야 할 것임.

□ 공립초등병설유치원 회계는 초등학교와 별도의 독립 회계로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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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의 77%가 초등학교 회계와 분리 없이 그 일부로 포함하여 

회계를 수행하고 23%만이 독립회계를 한다고 보고함. 

◦ 현행과 같이 학교 회계에 포함되어 분리가 불가한 예･결산 양식은 해당 유치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직무가 유명무

실할 수 있음. 학부모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회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 독립 회계를 한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96%가 독립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므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 기관으로서 독립 예･결산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초등학교 행정인력이 유치원 회계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유치원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치원에 적절한 예산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유

치원 측에서 보이고 있으므로, 독립 작성이 정상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음. 

◦ 회계 담당 별도 인력 유무와 무관하게 초등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학교와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모든 유치원의 결과가 유치원 정보공시에 공개되어야 할 것임.

□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결산서 양식과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에 탑재하는 양식

이 일치되도록 정비해야 함. 즉, 유치원의 예･결산 통일 양식이 필요함.

◦ 실제 예･결산 양식과 정보공시 자료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 질문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고 한 사립유치원은 66% 정도이므로, 34%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실제 사

용하는 예･결산과 공시하는 회계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사용하는 실제 양식이 공시되는 양식과 다르다는 점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을 뿐 아

니라 실제 회계의 일부가 공시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실제 회계가 그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회계 방식과 양

식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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