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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 수용계획

Ⅰ  기본방향 

 ❍ 저출산에 따른 취원대상 유아수 감소추세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아  

교육 위탁기관(미술학원)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유아수를 고려한 취학

권역별 공․사립 유치원 유아 수용계획 수립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개정, 2012.8.31.)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공․사립유치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유아 수용계획 수립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교과부)」,「공립유치원 확대 추진 계획」

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증설 수요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추진

 ❍「3~5세 누리과정」확대 시행에 따른 유치원 취원율 증가 예상

    - 유치원 및 보육시설 재원 3~5세아 교육․보육비 지원(‵13.3월부터 확대 시행)

    - 지원단가 : (‵12)20만원, (‵13)22만원, (‵14)22만원

 ❍「3~5세 누리과정」정상 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 연령별 학급 편성

    - 연령별 단일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원아수 부족시 혼합반 편성

 Ⅱ  근거규정 및 학급당 편성 기준 

  근거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제16조(학급수 및 학급당 유아수) 

  ❍「유아교육법시행령」제17조(유아수용계획)

  ❍「유아수용계획수립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3.2.26)

  ❍「공립유치원 확대 추진 계획」(학교지원과-16014, 2010.10.4 교육감결재)

    - 보편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 추진

  ❍「2015~2018년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학교지원과-10886, 2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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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유아)수용 지표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
수용지표 18명 이내 24명 이내 28명 이내 23명 이내

  ※ 유아 수용지표 

   - 근거 :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2-7호, 2012.2.29)

   - 단, 인가 정원 내에서 급당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Ⅲ  유아 수용계획

1. 연도별 취원대상 유아수 전망
 (단위 : 명, %)

연도 구  분 3세 4세 5세 특수 계 취원율

2014

대상 유아수1) 83,061 76,369 80,200
239,630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시설별

유치원

공립 2,498 4,775 6,279 215 13,552 5.7  

사립 20,925 27,007 29,711 22 77,643 32.4  

소계 23,423 31,782 35,990 237 91,195 38.1  
보육시설2) 44,737 31,831 28,451 105,019 43.8  

미취원 14,901 12,756 15,759 43,416 18.1  

2015

대상 유아수
82,449 83,061 76,369

241,879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시설별

유치원

공립 3,040 5,500 7,349 219 15,889 6.6  

사립 18,383 27,411 34,314 2 80,108 33.1  

소계 21,423 32,911 41,663 221 95,997 39.7

보육시설 44,275 33,806 26,424 104,505 43.2  

미취원 16,751 16,344 8,282 41,377 17.1  

2016

대상 유아수
88,081 82,449 83,061

253,591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시설별

유치원

공립 3,172 5,601 7,586 215 16,359 6.4  

사립 18,395 27,377 34,244 2 80,016 31.6  

소계 21,567 32,978 41,830 217 96,375 38.0

보육시설 47,299 33,557 28,739 109,595 43.2  

미취원 19,215 15,914 12,492 47,621 18.8  

2017

대상 유아수
76,961 88,081 82,449

247,491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시설별

유치원

공립 3,353 5,891 8,121 219 17,365 7.0  

사립 18,393 27,373 34,243 2 80,009 32.3  

소계 21,746 33,264 42,364 221 97,374 39.3

보육시설 41,328 35,849 28,527 105,704 42.7  

미취원 13,887 18,968 11,558 44,413 18.0  

※ 특수학생은 현원에 포함하되 별도 표기

1) 취원대상 유아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1월 현재)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2) 보육시설 아동수 : 보건복지부(아이사랑보육포털, 2014.3월 현재)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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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원아수 및 학급수 변동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원   아   수 91,195 95,997 96,375 97,374

전년대비 증감 -1,205 4,802 378 999

편성학급수 4,061 4,135 4,153 4,195

전년대비 증감 89 74 18 42

학   교   수 885 893 899 912

전년대비 증감 13 8 6 13

학급당 유아수 22.5 23.2 23.2 23.2

전년대비 증감 0.7 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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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2017학년도 유아수용계획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유아수

일  반 90,958 95,776 96,158 97,153

특  수 237 221 217 221

소  계 91,195 95,997 96,375 97,374

학급수

(편성학급수)

일  반 4,016 4,081 4,099 4,140

특  수 45 54 54 55

소  계 4,061 4,135 4,153 4,195

학급당 유아수
일  반 22.6 23.5 23.5 23.5

특  수 5.3 4.1 4.0 4.0

유치원수

전년도 872 885 893 899

증감

신  설 24
(공립18, 사립6)

12
(공립8, 사립4)

6
(공립5, 사립1)

13
(공립13)

이  전 2 1 - -

폐  원 -12 -4 - -

당해년도 885 893 899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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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유치원 신․증설 계획

1. 추진방향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 유치원 취학 수요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으로 공・사립유치원의 지역별 균형 배치 유도

 ➣ 택지개발 등 사업지구 내 용지 확보를 통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 학교 내 유휴교실의 단계적・연차적 확보 계획을 통한 병설유치원 신・증설

단설유치원(6학급 이상) 설립 

 ❍ 지역 거점 유치원 기능ㆍ역할이 가능한 지역에 학급규모가 6학급 이상

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신설(1학급 이상 특수학급 포함)

      ※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설립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유입 지역에는 적정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원칙

     ※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이상 해당 유아수 수용 규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사립유치원 설립시 특수학급 설치 권장

  ❍ 2012년부터 단설유치원 표준 용지매입비 및 표준 건축비 지원(교육부)

병설유치원 신ᆞ증설 

  ❍ 저출산과 지역공동화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교실에 

대하여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우선 추진

  ❍ 공립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우선 설립(단설유치원 설립 지역 제외)

  ❍ 취원대상 유아수 대비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동)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공립초등학교 내) 

  ❍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연령별 학급 편성

  ❍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시 특수학급 설치 권장

  ❍ 2012년부터 병설유치원 신․증설비 지원(교육부) : 급당 신축 1.23억원, 리모델링 0.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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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신설(이전) 계획
(단위 : 개원)

연도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5
공립 2 3(1) 2(2) 2 9(3)

사립 1 1 1 1 4

2016
공립 2 1 1(1) 1 5(1)

사립 1 1

2017
공립 2 1 1 2(1) 1 1 1 1 1 1 1 13(1)

사립

계
공립 4 4 1 2(1) 1 2(1) 4(1) 3(2) 1 3 2 27(5)

사립 1 1 2 1 5

※ ( )는 단설유치원, 본수에 포함 / 이전(신설) : 숭신초병설유(‘15.9월)

3. 학급 증설 계획
(단위 : 학급)

연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5 공립 5 2 4 2 1 2 16

2016 공립 1 1 2 1 5

2017 공립 1 3 4

계 5 2 4 2 1 3 4 4 25

4. 재개원 계획                                                                           (단위 : 개원)

연도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6 사립 1 1

계 사립 1 1

※ '16.3.1. 재개원 유치원 : 효성유(강서)

5. 휴원 계획                                                                           (단위 : 개원)

연도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5
공립

사립

2016
공립 1 2 3

사립 3 3

2017
공립 1 1

사립

계
공립 2 2 4

사립 3 3

※ '16년도 : <강동> 강덕초병설유(고덕2단지 시영아파트 재건축), <강남> 개포유[단설], 개원초병설유, 경기유, 진성유, 원일유(개포 재건축)

'17년도 : <강동> 위례초병설유(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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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원 계획                                                                           (단위 : 개원)

연도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5
공립 1 1

사립 2 1 3

계
공립 1 1

사립 2 1 3

※ '15년도 : <북부> 소망유(자진폐원), 지혜유(자진폐원), <동작> 태성유(어린이집 전환)

<강서> 공진초공진분교장병설유(한시적 운영 종료 : ‘14.9월 ~ ‘15.2월)

 Ⅴ  유아수용 관련 문제점 및 대책

 학급당 학생(유아)수 감축

  ❍ 유아교육 내실화 등을 위하여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만5세아 : 급당 28명  

 이내)을 하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정원 축소 계획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유아교육과, 2014.11.24.)】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

수용지표
2015년 18명 이내 24명 이내 28명 이내 23명 이내

2016년 16명 이내 22명 이내 26명 이내 23명 이내

  ❍ 유치원 부지 및 교원수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급편성  

 기준만 하향 조정 할 경우 전체 유치원 수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점진적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수용능력을 확대한 후 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임

  ❍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령별 독립반 편성을 위한 학급 증설 필요

    - 연령별 독립반 미편성(2학급 이하) 유치원 : ‘14년 44개원, ’15년 44개원

(단위 : 개원)

연도별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강남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계

2014 공립 3 12 3 4 3 7 2 3 - 6 1 44

2015 공립 2 13 3 4 3 7 2 3 - 6 1 44

※ 특수학급을 제외한 일반학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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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확대 및 취원율 제고

  m 공립유치원 부족(전체 유치원 수의 21%)으로 학부모의 공립 선택권이 제한  

 되고 있어 공․사립유치원간 수요불균형 해소가 절실함

  ☞ 서울지역 공․사립유치원 현황 비교                 (2014.12.1 기준)

구 분
유치원수 편성 학급수 학생수

비 고
개 비율(%) 학급 비율(%) 명 비율(%)

공 립 190 21% 653 16% 13,552 15%

사 립 695 79% 3,408 84% 77,643 85%

합 계 885 100% 4,061 100% 91,195 100%

※ 전국 평균(기관수 대비) - 공립(52%) : 사립(48%)

  m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최대한 추진하되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점진적  

 지원 확대로 공․사립유치원 간 균형 발전 유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m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운영 효율화로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 사립유치원 교원 사기 진작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적 책무성 강화 

  m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교육환경 유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유도

  m 사립유치원 중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유치원의 부지․시설규모 등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검토

붙임 1. 2015~2017학년도 유치원 신설 계획

     2. 2015~2017학년도 학급증설 계획 

     3. 2015~2017학년도 유치원 재개원 계획

     4. 2015~2017학년도 유치원 휴원 계획

     5. 2015~2017학년도 유치원 폐원 계획



- 9 -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유아수

개  교

예정일
신설 사유 비고

2015 서부 서부14 성산초병설유 마포구 합정동 427-2 2 56 2015.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서부 서부11 한서초병설유 마포구 염리동 21-140 3 84 2015.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강서 강서1 서울마곡유 강서구 방화동 241-5 10(2) 200 2015.3.1. 마곡개발지구 단설

강서 강서2 탑산초병설유 강서구 허준로 109 4(1) 74 2015.3.1.
공진초병설유 이전에 

따른 유아 수용

강서 강서2 가양초병설유 강서구 허준로 186 2 52 2015.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강남 강남5 서울은곡유 강남구 세곡동 601 8(1) 172 2015.3.1. 강남보금자리 주택개발 단설

강남 강남9 서울청계숲유 서초구 신원동 247 10(1) 214 2015.3.1. 내곡보금자리 주택개발 단설

성동
광진

성동1 동명초병설유 성동구 마장로 29길 29 2 52 2015.3.1. 왕십리뉴타운 개발지구

성동
광진

성동1 숭신초병설유 성동구 하왕십리동 547 4(1) 74 2015.9.1. 왕십리뉴타운 개발지구
이전
신설

소계 9개원 45(6) 978

2016 동부 동부7 중랑초병설유 중랑구 봉우재 6길 26 3 70 2016.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동부 동부8 면북초병설유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2 3 70 2016.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서부 서부6 가재울초병설유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 5 126 2016.3.1. 초등학교 신설 동시 추진

강동
송파

강동11 (가칭)장원유 송파구 장지동 393 11(1) 242 2016.3.1. 위례신도시 개발 단설

성북 성북3 번동초병설유 강북구 오현로 204 3 70 2016.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소계 5개원 25(1) 578

2017 동부 동부5 중흥초병설유 중랑구 봉화산로 82 3 70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동부 동부6 신현초병설유 중랑구 봉화산로 188 3 70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서부 서부3 녹원초병설유 은평구 녹번동 17-12 3 84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남부 남부5 구심초병설유 금천구 독산동 441-28 4 98 2017.3.1. 초등학교 신설 동시 추진

붙임1  2015~2017학년도 유치원 신설 계획

 공립유치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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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유아수

개  교

예정일
신설 사유 비고

2017 북부 북부3 가인초병설유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4 2 52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북부 북부1 (가칭)도원유 도봉구 도봉2동 625-210 5(1) 102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단설

중부 중부3 광희초병설유 중구 다산로 269 3 70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강동

송파
강동5 미사리초병설유 강동구 강일동 313-2 3 70 2017.3.1. 초등학교 신설 동시 추진

강남 강남5 영희초병설유 강남구 일원로 21 2 52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강서 강서4 등촌초병설유 강서구 등촌로39길 71 4(1) 74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동작

관악
동작4 남부초병설유 동작구 솔밭로 47 4 98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성동

광진
성동3 경일초병설유 성동구 뚝섬로 332 2 52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성북 성북2 송천초병설유 강북구 삼양로 99길 36 3 70 2017.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소계 13개원 41(2) 962

합계 27개원 111(9) 2,518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유아수

개  교

예정일
신설 사유 비고

2015 남부 남부8 좋은친구유치원 영등포구 신길6동 4518 6 140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강동 강동10 마천우일유치원 송파구 마천동 220 12 240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강남 강남7 우면유치원 서초구 우면동 313 8 192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동작

관악
동작4 모아유치원 동작구 동작대로27길 62 3 70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소계 4개원 29 642

2016 강남 강남4 대청유치원 강남구 대치동 503 3 70 2016.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소 계 1개원 3 70

합 계 5개원 32 712

※ ( )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생수로 본수에 포함

 사립유치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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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유아수 증  설

예정일
증설 사유

기존 증설 기존 증설

2015 동부 동부2 이문초병설유 동대문구 신이문로 16 3 2 76 46 2015.3.1. 개축공사 완료

동부 동부4 서울휘경유 동대문구 망우로6길 48 6 1 126 18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동부 동부7 중곡초병설유 중랑구 면목로23길 20 2 2 52 46 2015.3.1. 연령별 학급 편성

서부 서부7 홍제초병설유 서대문구 홍은1동 48 5 2 102 42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남부 남부1 서울하늘숲유 구로구 천왕동 9-51 6 2 126 46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남부 남부2 세곡초병설유 구로구 고척동 253-129 3 1 70 28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남부 남부6 서울탑동유 금천구 시흥동 230 5 1 122 18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북부 북부1 도봉초병설유 도봉구 도봉로 173길 96 2 1 52 18 2015.3.1. 연령별 학급 편성

북부 북부3 창동초병설유 도보욱 해등로 16길 81 2 1 52 18 2015.3.1. 연령별 학급 편성

동작
관악

동작4 남성초병설유 동작구 사당로 23길 57-14 3 1 70 28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성동 성동4 구의초병설유 광진구 아차산로 33길 80 3 1 70 4 2015.3.1. 특수학급 증설

성동 성동5 송원초병설유 성동구 동일로 43길 9 2 1 52 18 2015.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소계 12개원 42 16 970 330

2016 강남 강남4 도곡초병설유 강남구 선릉로 64길 33 3 1 70 28 2016.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동작
관악

동작2 서울상도유 동작구 성대로길 31길 62 6 1 130 15 2016.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성동
광진

성동1 용답초병설유 성동구 용답 25길 1 2 1 52 18 2016.3.1. 연령별 학급 편성

성동
광진

성동5 경수초병설유 성동구 뚝섬로 13길 22 2 1 52 18 2016.3.1. 연령별 학급 편성

성북 성북6 숭례초병설유 성북구 종암 5길 14 5 1 122 18 2016.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소계 5개원 18 5 426 97

2017
동작
관악

동작10 원당초병설유 관악구 봉천로 505 3 1 70 28 2017.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성북 성북2 화계초병설유 강북구 솔매로50가길 25 3 2 70 46 2017.3.1. 취원대상 유아수 증가

성북 성북5 동신초병설유 성북구 보문사길 50 2 1 52 18 2017.3.1. 연령별 학급 편성

소계 3개원 8 4 192 92

합 계 20개원 68 25 1,588 519

붙임2  2015~2017학년도 유치원 학급 증설 계획

□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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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5~2017학년도 유치원 재개원 계획

□ 사립유치원 재개원 계획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휴원
일자

재개원
예정일

휴원사유

2016 강서 강서5 효성유치원 양천구 목2동 4 2014.3.1. 2016.3.1. 원아모집의 어려움

합 계 1개원 5

붙임4  2015~2017학년도 유치원 휴원 계획

□ 공립유치원 휴원 계획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휴원
일자

재개원
예정일

휴원사유

2015 강동 강동8 가락초병설유 송파구 가락1동 2 2014.3.1. 2017.3.1.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2016

강동 강동4 강덕초병설유 강동구 고덕2동 3 2016.3.1. 2019.3.1. 고덕2단지 재건축

강남 강남3 개원초병설유 강남구 개포1동 3 2016.3.1. 2019.3.1. 개포재건축

강남 강남4 서울개포유 강남구 개포2동 5(1) 2016.3.1. 2019.3.1. 개포재건축

2017 강동 강동1 위례초병설유 강동구 둔촌1동 3(1) 2017.3.1. 2021.3.1.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합 계 5개원 16(2)

※ ( )는 특수학급 수로 본수에 포함

□ 사립유치원 휴원 계획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휴원
일자

재개원
예정일

휴원사유

2016

강남 강남4 경기유 강남구 개포동 4 2016.3.1. 미정 개포 재건축

강남 강남4 진성유 강남구 개포동 3 2016.3.1. 미정 개포 재건축

강남 강남4 원일유 강남구 개포동 4 2016.3.1. 미정 개포 재건축

합 계 3개원 11

붙임5  2015~2017학년도 유치원 폐원 계획

□ 유치원 폐원 계획

연도 청별
취학
권역

설립 유치원명 위   치 학급수
인가
정원

폐원
예정일

폐원사유

2015

강서 강서1 공립
공진초공진
분교장유치원

강서구 양천로 55길 2 52 2015.3.1.
‘14.9월~‘15.2월말까
지 한시적 운영 종료

북부 북부3 사립 소망유치원 도봉구 덕릉로 247 2 48 2015.3.1. 자진 폐원

북부 북부4 사립 지혜유치원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3 70 2015.3.1. 자진 폐원

동작
관악

동작1 사립 태성유치원 동작구 신대방2동 305 3 70 2015.3.1. 자진 폐원

합 계 4개원 10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