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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소식

소 	 식 	 마 	 당소 	 식 	 마 	 당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식 표준화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

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

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

●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 부여

●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하여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

●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 우선 고시하여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

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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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교육부는 2014년 8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

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8월 정기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공시에는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 8,692개원(국·공립 4,565, 사립 4,127) 모

두가 참여하여 학부모님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유치원 원비 현황, 2013년도 회계결산서 

등 정기공시 항목 2종과 유치원 규칙, 위반내용 등 수시 2종을 공시하였다.

<8월 정기공시 분석 주요 결과>

●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8.3천원으로 2013년 8월 공시  

11천원 대비 2.7천원 정도 감소하고, 사립유치원은 195.1천원으로 2013년 8월 

공시 192.4천원 대비 2.7천원 정도 증가함.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 수, 일일 운영시간 및 주당 운영 

횟수 등은 2013년 8월 공시와 비슷하고, 프로그램별 학부모부담 경비는 국·공

립은 월 1.8천원, 사립은 15.5천원으로 나타남.

(뒷장에 계속)

구분
교육과정(①) 공립: 교직원인건비

사립: 처우개선비(②) 방과후과정(③) 합계
(①+②+③)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국·공립
(A)

'13.8월 191,200 △
8,852

339,745
5,776

136,427 △
3,386

667,372 △
6,462'14.8월 182,348 345,521 133,041 660,910

사립
(B)

'13.8월 381,962
5,998

28,428
0

129,252 △
9,273

539,642 △
3,275'14.8월 387,960 28,428 119,979 536,367

국·공,사립
차액(A-B)

'13.8월 -190,762
-

311,317
-

7,175
-

127,730
-

'14.8월 -205,612 317,093 13,062 124,543

<표 1>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 당 교육비 현황
단위: 원/월/원아1인당

주: 원아 1인당 교육비의 경향을 보기 위해 최빈치 사용, 3세, 4세, 5세 이상 등 3개 연령 평균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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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 정보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 모집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공감 출산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출산정책 국민모니터

링단’을 모집한다.‘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은 출산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하는 엄마

와 아빠(기존 100인의 아빠단 중 선발) 약 60명을 선발하여 출범할 예정이다. 9월 27

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정책모니터링결과와 제안된 아이디어

는 국민들에게 공표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구분
교육과정(①) 공립: 교직원인건비

사립: 처우개선비(②) 방과후과정(③) 합계
(①+②+③)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교육비 증감

국·공립
(A)

'13.8월 191,200 △
8,852

339,745
5,776

136,427 △
3,386

667,372 △
6,462'14.8월 182,348 5,998 133,041 660,910

사립
(B)

'13.8월 381,962
-

28,428
0

129,252 △
9,273

539,642 △
3,275'14.8월 387,960 28,428 119,979 536,367

국·공,사립
차액(A-B)

'13.8월 -190,762
-

311,317
-

7,175
-

127,730
-

'14.8월 -205,612 317,093 13,062 124,543

<표 2>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현황
단위: 원/월/원아1인당

주: 원아 1인당 교육비의 경향을 보기위해 최빈치 사용, 3세, 4세, 5세이상 등 3개 연령 평균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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