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95.3%

세부사업명
단(병)설유치원 신설

추진상황
일부추진

추진율
72.7%

단(병)설유치원 학급증설 완 료 108%

1. 목적

  ❍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 및 학부모 부담 완화

  ❍ 연령별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유치원 학급 신·증설

  ❍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를 위한 시간 및 공간 확대

2. 주요내용

  ❍ 공립유치원 시설 확대

    - 단(병)설유치원 신설

    -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 유치원 교육활동 중 놀이 시간 확보 및 공간 여건 개선

  ❍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야외 체험 공간 발굴 노력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단(병)설유치원 신설 4개원 4개원 1개원 5개원 6개원 11개원

단(병)설유치원 학급증설 23학급 23학급 11학급 34학급 3학급 37학급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단(병)설유치원 신설 신설 유치원 수 - 8개원 72.7%
82.3%

72.7%
90.35%

일부추진

단(병)설유치원 학급증설 증설 학급 수 6학급 40학급 200% 108%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73,404 408,531 563,374 2,045,309
계 1,073,404 408,531 563,374 2,045,309



4. 추진실적 및 성과

 ❍ 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설

단설 1개원, 3학급
(인양유치원)

1개원, 8학급
(새미르유치원) - -

병설 3개원, 7학급
(빛여울초병설 등)

1개원, 4학급
(성진초병설)

2개원, 8학급
(불로초병설 등) -

증설

단설 - - - -

병설 18개원, 23학급
(학강초병설 등)

4개원, 5학급
(광천초병설 등)

6개원, 6학급
(장산초병설 등)

6개원, 6학급
(수문초병설 등)

    - 사립유치원 대상 공모 매입형 유치원 1개원 선정(‘20년 3월 개원)

    - 저소득층 유아 대상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제도 확대

      : 매년 유아 모집시,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우선 모집(처음학교로 시스템 활용)

  ❍ 유아 야외 체험 활동 시간 확보 강화

    - 1일 2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포함) 및 자유놀이시간 보장

    - 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바깥놀이터 모형 개발 추진

  ❍ 2021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공립 20개원, 사립 20개원)

    - 놀이중심운영, 놀이환경구성, 컨설팅실시, 교사역량강화, 학부모인식제고

      ※ 2021년 방과후 놀이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93.0% (20년 92.0% 대비 1.0pá)

  ❍ 2021 교원 및 학부모 맞춤형 지원

    -「빛고을놀이지원단」운영: 빛고을놀이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및 팀별 워크숍 실시

    -「우리아이, 놀이친구!」: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공·사립 78개원)

  ❍【업무협약】지역사회 연계 야외체험 활동 공간 확대

    - 야외 학습장 확보를 위한 우치공원-시교육청 업무 협약 (18.10.16.)  

5. 우수 사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100,159 329,943 520,000 1,950,102
계 1,100,159 329,943 520,000 1,950,102

확보비율(B/A) 102.5% 80.8% 92.3% 95.3%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50,159 329,943 455,483 1,835,585
계 1,050,159 329,943 455,483 1,835,585

집행비율(C/B) 95.5% 100.0% 87.6% 94.1%



  ❍ 매입형 단설유치원 개원: 새미르유치원(8학급)

  ❍ 서산초병설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을 통한 충원율 확대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 3 1 3 2

21년 3 5

<21년 참여 실적>

  ❍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2021학년도 K-에듀파인 본예산 편성 완료(호남뉴스, 21.3.2.)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뉴시스, 21.3.16.)

  ❍ 광주시교육청,‘2021년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컨설팅단 연수’(매일일보, 21.4.20.)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호남뉴스, 21.6.28.)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e대한경제, 21.10.21.)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출생아 지속적 감소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부모 불안감 증가로 유치원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음

   ➜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병설유치원(3학급 이상)으로 거점화하여 운영 

8. 향후 추진계획  

  ❍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 (22년 3월) 수문초병설(1학급), 광주극락초병설(1학급), 삼각초병설(1학급)

수완초병설(1학급), 한울초병설(1학급), 예향유치원(1학급)

    - (22년 9월) 광주계림초병설(2학급), 대촌중앙초병설(4학급)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고자 매입형 유치원, 

유치원 재구조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공립유치원 확충 및 교육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임.

주관 행정예산과 학교설립2담당 안안순(380-4660) 담당자 문지은(380-4663)

협조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담당 양병란(380-4281) 담당자 권혜진(380-4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