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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6월 25일(화), 드디어 사교육걱정없는세

상이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발족하

고 기념 4회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6월 25일(화),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

공동체 이사장)의 발족과 더불어 영유아사교육 실태 파악 4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초중고 교과입시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입시 사교육의 문제가 초등학교 이하 영유아단계로 번지고 이와 

관련해 영유아들과 학부모 고통이 심각한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활동이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 부처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있

고,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담 대책반 등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영유아사교육 문제는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문제의 실상을 고민하다가, 초중고 입시 사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포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영역은 전통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의 방과후 특별활동, 유아 영어전문

학원(소위 ‘영어 유치원’), 미술학원 등 반일제 및 시간제 어린이 학원, 학습지와 교구 

시장 등으로 나뉘지만, 나아가 유치원 학예회 대비 댄스과외, 사교육 대리모, 여대생 놀이시

터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고, 영유아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사교육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의 경우,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육



아정책연구소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만,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나, 아직 뚜렷한 흐름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해서 당장 이 영역의 실태 파악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새롭게 조사할 영역의 과제를 점검해서, 본격적인 조사사

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 30분)에 4차례에 걸친 실상 확인 영유아사교육포럼을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2단계로 9월부터 구체적인 조사 및 대책 발표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영유아기사교육 관련해 그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을 하는 시간

으로 전반기 4차에 걸친 토론회를 준비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6.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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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간제 학원의 이용 실태

Ⅶ. 나가며

Ⅰ. 들어가며

전체적 영유아사교육 중에서도 영유아학원은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미술·체육 

등의 예체능학원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비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등은 높은 비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으며, 영어학원의 경우 그 

학습적 효과와 심리적 영향 등에 많은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영유아학원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밝히고, 전체적 영유아학원의 규모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영어학원, 놀이학원, 미술·체육학원에 대

해 규모 및 운영 실태와 이용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간제 학원 역시 규모 및 운영 실태

와 이용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영유아학원의 개념과 법적 근거

영유아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의 일종

으로, 운영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학원으로 나뉜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학원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오전부터 하루 3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영어학원(일명 영

어유치원), 놀이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사실상의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어 공교육적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의 

경우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간제 학원은 주당 1~3회 정도 과목당 1~2시간 정도로 이용하는 학원을 말한다. (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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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

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

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

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

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

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

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

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표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내용

외, 2012)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다

양하다. 

반일제 이상과 시간제 영유아학원이 적용을 받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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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

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제2조의2

(학원의 종

류)

①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

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

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

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

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

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

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환경

의 정화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

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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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제6조

(학원 설

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

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

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

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

다.

제13조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

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

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외국인강

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

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

(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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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

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

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

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

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

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

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

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2조의 2에서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

로 나누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가 해당한다고 밝

혀, 유아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하였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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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

정 및 보

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

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

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밖의 교육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

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

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

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

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

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

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표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

(제3조의3 제1항 관련)

과교습학원 중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보통교과 계열에 일부 초등학교 선행 위주의 학

습을 진행하는 영유아대상 보습학원이 포함되며,  국제화 분야의 외국어 계열에 영유아대

상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일부가,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에 영유아대상 놀이학원 일부와 미

술·체육 등 예체능학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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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2004.1. 신규제정) 신법(2012.3. 개정)

유아교

육법

제32조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

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4,

2012.3.21] [[시행일 2012.9.22]]

제28조 (없음)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

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

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교습과정에 대한 별다

른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 제12조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

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어를 영유아학원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5조에 따르면 교습비에 관련해서도 별다른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 학원설립·운영

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시도 조례에서 수강료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교습시간, 학원시설 기준, 설립자 요건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아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운영되는 영어학원을 흔히‘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데, 

유아영어학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학원이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영어유치

원’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오자, 2010년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

지 않고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

다. 2012년 3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다

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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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

제35조 (없음)

(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

Ⅲ. 영유아학원 관련 선행연구

영유아학원만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교육부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육아정책개발

센터의 ‘유아학원 학원실태조사’(나정 외, 2006)는 유아미술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일반 

현황, 시설설비 현황, 참여 현황, 교직원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행정 및 운영, 

교사복지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이정원 외, 2008)

에서는 미이용 아동을 연구주제로 해서 이들의 육아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학원이용 아동만을 단독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니었기에(설문조사 총 709사례 중 학원 이용 

아동은 96사례였으며, 이중 조사일 기준으로 학원을 이용한 아동은 72사례에 불과) 학원 이

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다. (이윤진 외, 2009 재인용)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이윤진, 2009)에서는 유아학원 145개(영

어학원 79개, 놀이학원 34개, 미술학원 32개)와 유아학원을 이용하는 449가구를 대상으로 

유아학원 운영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용 실태를 보면, 현재 이용 유아학원은 평균 

주당 이용 일수 4.7일, 1일 이용시간 4.9시간으로 처음 이용시기는 평균 47.6개월이었다. 학

원이용 이유는 남과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가 47.4%로 가장 많았으

며, 월평균 교습비는 평균 51만원으로, 이중 영어학원이 평균 60만원, 놀이학원이 48만원, 

미술학원이 29만원이었다. 운영 실태를 보면, 만3세아 대상 평균 수강료는 49만원, 만 4세아 

대상은 51만원, 만 5세아 대상은 52만원으로, 가장 교습비가 비싼 학원은 놀이학원, 영어학

원, 미술학원 순이었다. 유아학원 1개당 유평균 유아 수강생은 46명이며, 만5세아가 평균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제나 종일제보다는 반일제 운영(86.9%)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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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사교육 전반을 조사한 연구에서 영유아학원  

연구내용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차성현 외, 2011)의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20%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아가 이용하는 

학원은 평균 1.27개이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원 이용 개수가 많았다. 학원에 보내는 이

유로는 ‘아이가 다니고 싶어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아이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비로는 월평균 15만 5천원 정

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영어과목만 보았을 때는 영어학원에 월평균 31만 7천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에 약 74%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이용

할 계획이라 응답했고, 특히 영어관련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계속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회 외, 2012)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별 이용 비용을 살폈

는데, 이중 반일제 학원의 경우 이용 비용은 평균 593,000원으로, 기관유형별로는 영어학원

이 783,000원, 놀이학원이 668,500원, 미술체육학원이 447,400원, 선교원 등 종교기관 

277,800원 순으로 기관 간 격차가 컸다. 연령별로는 5세아가 72만원 수준으로 타 연령보다 

높았다. 시간제 학원이 포함된 시간제교육의 월평균 비용은 약 102,700원으로, 이용 아동이 

주로 받는 과목은 체육(39.1%), 음악(29%), 미술(24%), 교구(15.7%), 영어(7.5%)순이었다. 이

용아동의 77.6%는 한 곳만 다니지만 16.4%는 두 곳을 다니고, 6.0%는 세 곳 이상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단위의 연구는 아니지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송정, 2010)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사

교육 실태를 조사하며, 사설학원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아는 17.4%, 

유아는 43.9%가 사설학원을 이용하였으며, 사설학원 이용개수는 영아 평균 1.16개, 유아는 

1.55개로 유아가 더 많은 학원을 이용했다. 월평균 학원비는 영아가 276,800원, 유아는 

210,738원으로, 영아의 경우 놀이학원이 월평균 726,666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아는 영어 관

련 학원이 395,714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설학원 이용이유는 유아의 재능과 소질 계발이라

는 이유가 가장 높았지만 초등학교 준비를 미리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육내용이 충분

치 않다는 의견도 약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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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합계입시검
정및보
습

국제화 예능 특수
교육 기타

직업
기술

국제
화

인문
사회

기
예

2009 34,568 8,120 21,821 23 3,628 2,990 321 560 211 72,242

2010 37,207 8,937 21,225 72 3,563 3,317 346 650 635 75,952

2011 37,812 9,021 20,479 47 2,971 3,815 444 631 945 76,165

2012 38,360 8,501 19,915 37 2,945 3,867 485 586 999 75,695

자료: 교육통계연보, 사설학원 및 독서실 현황, 각 년도.

Ⅳ. 영유아학원 전체 규모

1.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학원수 

현재 통계청이나 교육통계서비스 등에서 영유아학원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존

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통계서비스에 매년 학원 종류별 학원수, 수강생수, 강사수 등이 

조사되는데, 이를 통해 영유아학원이 포함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

화, 예능학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표 7> 학원 종류별 학원수 2009-2012년

2012년 현재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38,000여개, 국제화 학원은 8,500여개 정도이며, 예능

학원은 20,000여개 정도이다.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2009년에 비해 11%, 국제화 학원은  

4.7% 증가했으며, 예능학원은 2009년에 비해 8.7% 감소하였다.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학, 영어 등의 과목 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영유아학원뿐 아니라, 초·중·고 대상 학원이 모두 포함된 숫자이기 때

문에 이 숫자에서 영유아학원의 숫자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2. 영유아학원 프랜차이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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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랜차이즈명 분원수

영어

정철어학원 주니어 205

YBM ECC 73

서강 SLP 65

원더랜드 45

코리아폴리스쿨 41

LCI스쿨 32

헤럴드스쿨 15

메이플베어 11

뱜비니교육센터 9

CIS 5

GGE영어전문학원 1,193

GnB영어전문학원 1,031

정철어학원 주니어 205

YBM ECC 73

원더랜드 45

정이조 주니어영어학원 5

영어 총 3,053

놀이

도만스쿨 79

위즈아일랜드 43

베베궁 33

킨더슐레 23

하바놀이학교 (20여개)

텀블랜드 18

토토빌 15

노리안 8

꿈모리놀이학교 7

루켄 5

놀이 총 250 여개

수학 및 탐구

아담리즈놀이수학 45

씽크스퀘어 41

와이키즈 18

수학 및 탐구 총 104

예체능

쿠쿠짐 23

짐슐레 5

짐아이덴 3

야마하음악교실 20

요미요미 124

미술로 생각하기 123

발자국소리가 큰 아이들 9

예체능 총 307

<표 9> 영유아대상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학원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원 프랜차이즈수를 각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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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14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는 YBM ECC, 서강SLP, 원더랜드 등이 있으며, 놀이학원으로는 위

즈아일랜드, 베베궁, 하바놀이학교 등이 있다. 수학 및 탐구학원으로는 아담리즈놀이수학, 

씽크스퀘어 등이, 예체능학원으로는 쿠쿠짐, 야마하, 요미요미 등이 있다. 영어학원의 프랜

차이즈수가 3000여개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예체능학원(307개), 놀이학원(250여개) 

순이었다. 

영어학원의 경우 GGE, GnB, 정철 주니어 등은 초등이나 중등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원에 

따라 유치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영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어, 놀이, 수학 및 탐구, 예체능학원 모두 대표적인 프랜차이

즈 업체 외에도 소규모 프랜차이즈나 개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유아대상 전체 학

원수는 추정하기 어렵다. 

3.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수

영유아학원 중에서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수를 파악해보았다. 2009년 이후 전국 

영어학원 수는 200여개 남짓 존재해왔는데, 2010년 273개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에는 다소 

줄어 22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 2010 2011 2012

전국 영어학원 수 181 273 202 225

<표 10> 전국 영어학원 수

자료: 2009년 서상기 의원실, 2010년 조전혁 의원실, 2011년 박보환 의원실, 2012년 김태원 의원실

Ⅴ. 반일제 이상 학원 실태

1.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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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학원 규모 및 운영 실태

가. 개수와 비용을 중심으로 

유아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보니, 거의 매년 국회의원실에서 

이의 규모나 원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존재한다. 

2009년 10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유아영어학원은 181개로 1만1천773명이 

수강 중이고, 유아 1인당 월 교육비는 전국 평균 72만9백원으로 나타났다. 유아영어학원 가

운데 시도별 월 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8만원을 기록했고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구는 각각 1백24만7227원, 1백18만308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월 교육

비가 1백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 영어학원은 20곳으로,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10-06 경향신문 ‘月 100만원 고액 영어유치원, 강남 집중’)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영어학원 수는 총 273개로, 서울(76

곳)과 경기도(70)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남 30곳, 부산 22곳, 충북 18곳이 운영 중이었다. 

서울을 다시 지역교육청별로 따져보면 강남교육청 관할구역에 가장 많은 23곳의 유아영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중부교육청 관내 9곳, 서부교육청 7곳, 강동 및 성동교육청 각 6곳 

등이었다. 원지역별로 학비 격차도 컸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 지역의 경우 S어학원의 월 

학원비가 168만1천원으로 전국최고를 기록하는 등 23곳 가운데 반이 넘는 14곳이 월 100만

원 이상의 학원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10-05 노컷뉴스 영어유치원 273곳 성행…

최고 월 168만원)

2011년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유아영어학원은 전국에서 202곳

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 아동은 1만1076명, 월평균 교육비는 59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

다. 강남교육청 소속의 학원은 월 183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고, 월교육비가 100만원 

이상 드는 고액 학원은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관할에 23곳이 집중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7

개 학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25곳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업 중이고, 서울 강동 지역 21개 영어학원의 평균 학원비가 12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지역 20개 영어학원의 평균 학원비는 118만원,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이슬기)

- 15 -

시도

명

지역

교육청

명

학원

수

학원생

수

평균 교습비등(단위 :�원)�

비고

　교습비 급식비
피복비

(연1회)

�

차량비

(연1회)�

� 기타 �합계

서울

동부 3 152 801,667 70,000 133,333 - 125,000� 1,130,000 　

서부 8 454 660,400 78,000 - - 23,000� 761,400 기타 :� 재료비

남부 6 250 543,375 65,000 - 608,375 　

북부 3 149 762,000 85,000 14,000� - 41,333� 902,333 재료비

중부 12 353 841,971 - - 841,971 　

강동 21 1155 765,815 86,775 250,000� - 183,333� 1,285,923 기타 :� 재료비

강서 2 101 700,000 70,000 - - 770,000 　

강남 20 1424 1,023,300 78,750 - - 79,800� 1,181,850 기타 :� 재료비

동작 10 473 636,421 87,857 201,943� - 115,585� 1,041,806 기타 :� 재료비

성동 6 267 835,455 - 370,000� - 1,205,455 　

성북 5 155 780,000 - - - 780,000 　

부산

서부 1 4 430,000 - - - 430,000 　

남부 3 76 615,000 - - - 615,000 　

동래 3 155 313,333 - - 313,333 　

해운대 9 396 696,455 - - - 696,455 　

대구

동부 2 34 680,000 60,000 　- - -　 740,000 　

서부 2 18 367,500 - 150,000 - - 517,500 　

남부 2 28 639,000 - - - - 639,000 　

달성 1 25 700,000 - - - - 700,000 　

인천

북부 1 46 � 630,000 - - - - � 630,000 　

동부 3 84 633,000 83,000 - - - 716,000 　

서부 11 160 424,782 9,867 1,667� - 15,975� 434,392 　

광주 서부 2 110 379,000 50,000 - 2,000� 431,000 기타 :� 재료비

대전
서부 2 77 575,000 70,000 82,500� 20,000� 762,500 　

서부 11 121 498,000 - 498,000 　

울산 　 　 　 해 없 �음 　 　 　 　

세종 　 　 　 해 없 �음 　 　 　 　

경기

수원 16 545 654,977 54,286 　-
� �

41,000�
37,500� 691,131 　

성남 6 144 801,583 95,000 　-
� �

70,000�
115,000� 824,917 　

광명 8 334 640,625 50,000 182,900�
� �

63,333�
58,000� 787,963 　

안산 3 192 290,000 30,000 　-
� �

42,000�
50,000� 330,286 　

<표 11> 2012년 전국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

동부지역 113만원, 서울 동작지역 104만원 등 순으로 비쌌다. 교습비만 놓고 봤을 때는 서

울 강남이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영어학원은 서울(96곳)과 경기도(54곳)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의 경우 강동교육청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교육

청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1,424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원의원실 

보도자료 2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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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전국 영어학원 수 181 273 202 225

전국 영어학원

수강생수
11773 11076 9741

월평균 교육비 720900 591000 802,000

월 교육비 가장

높은 지역(시도)
98000(서울)

1,285,923

(서울 강동)

1,280,000

(서울 강동)

월 교육비 100만원

이상 영어학원

숫자

20
47

(서울 강남에 23)

<표 12> 2009~2012년 전국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

군포,의
왕 1 64 880,000 　- 　- -　 -　 880,000 　

화성,오
산 7 547 539,286 87,500 250,000�

� �

67,500�
50,000� 670,714 　

용인 5 473 610,833 62,500 250,000�
� �

48,750�
55,714� 738,333 　

김포 2 75 654,000 　- 17,000� 　- 34,000� 688,000 　

의정부 1 40 750,000 　- 　 　- 　- 750,000 　

고양 1 57 540,000 84,000 150,000� 　- 　- 774,000 　

구리,남양
주 1 48 175,000 　- 　- 　- 　- 175,000 　

파주 3 161 480,833 84,000 15,440�
� �

71,000�
　- 537,647 　

강원 강릉 1 36 580,000 　- 　- 　- - 580,000
2012.9.12.�
폐원

충북 청주 5 54 530,000 　- 154,000� - - 684,000 　

충남

천안 1 60 680,000 80,000 　- - 20,000� 780,000 　

서산 2 66 287,500 60,000 100,000� - 60,000� 507,500 　

당진 1 22 615,000 80,000 　- - 80,000� 775,000 　

전북 익산 1 40 550,000 　- 　- - 　- 550,000 　

전남 　 　 　 해 없 음 　 　

경북 영주 2 104 492,500 　- 　- 　- 　-- 492,500 　

경남

창원 2 165 614,000 70,000� 　- 　- 　- 684,000 　

김해 1 20 480,000 70,000� 　- 　- 　- 550,000 　

진주 1 50 660,000 70,000� 　- 　- 　- 730,000 　

거제 3 130 565,000 70,000� 　- 　- 　- 635,000 　

통영 1 30 614,000 70,000� 140,000 　- 　- 824,000 　

제주 제주시 1 17 550,000 - - - -　 550,000 　

소계 225 9741

자료: 김태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2.10.8.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유아영어학원 수는 2010년 정점을 이루고 2011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2년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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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 그러나 수강생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

균 교육비의 경우 2012년 현재, 2009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 

유아영어학원 관련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3년 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서

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받은 ‘서울시 유아영어학원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내 영업중인 유아영어학원은 모두 336개였다. 이 중 강남구에 38개, 다음으로 

서초구에 34개, 세 번째로는 목동이 있는 양천구에 27개의 유아영어학원이 있었다. 반면 금

천구는 서울 시 내에서 유아영어학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두 곳 밖에 없었으며, 강북구에 

3곳, 강동구와 종로구에 각각 4곳이 있었다. 

<그림 1> 서울시 유아영어학원 지도

자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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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개수(개)

강남구 7

강동구 4

강북구 2

강서구 2

관악구 3

광진구 7

구로구 2

금천구 1

노원구 개시되지 않음

도봉구 2

동대문구 5

동작구 3

마포구 8

서대문구 8

서초구 7

성동구 5

성북구 6

송파구 4

양천구 9

영등포구 3

용산구 6

은평구 7

종로구 2

중구 2

<표 13> 서울시 유아영어학원 수

그러나 2012년 김태원의원실에서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유아영어학원이 총 225개인 

것과 비교해볼 때, 서울시의 유아영어학원이 총 336개라는 것은 의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제출받은 현황은 유아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현황인데, 여기에 유아대상 시간제 학원이 포함되어 통상적으로 말하는 영어유

치원, 즉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영어학원보다 과다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

에 공개된 유아영어학원 중 반일제 이상, 즉 교습시간이 월3600분 이상(주5일 3시간 이상)

인 유아영어학원의 수를 집계해보면 다음과 같다.1) 

1) ‘학원·교습소 정보’의 학원종류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분야구분에서 ‘국제화’, 교습계열에서 
‘외국어’, 교습과정에서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를 선택한 후, 교습과목에서 ‘유아’를 입력하
여, 교습시간이 3600분 이상만 추출하였다. 그러나 현행 분류상에는 놀이학원의 분류 체계가 없
어 놀이학원이 외국어학원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집계는 놀이학원이 일부 포함된 
숫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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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

총 105

자료:　학원·교습소 정보　(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일제 이상 유아영어학원은 총 105개로, 양천구가 9개로 가장 많고,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8개, 강남구와 광진구, 서초구, 은평구가 각 7개인 것으로 확인된다.2) 

다음으로, 대표적인 유아영어학원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그 분원수와 비용을 확인해보

았다. 주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

원·교습소 정보’(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를 통해 비용을 파악해보았다. 

프랜차이즈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정철어학원 주니어 205 540,000(5,000)

YBM ECC 73 844,000(4,536)

서강 SLP 65 1,950,000(5,460)

원더랜드 45 840,000(5,600)

코리아폴리스쿨 41 950,000(5,460)

LCI스쿨 32 1,166,666(4,830)

헤럴드스쿨 15 710,000(4,200)

메이플베어 11 940,000(4,410)

뱜비니교육센터 9
1,410,000(6,720)

1,300,000(6,720)

CIS 5 1,350,000(5,895)

평균 비용 1,090,000

<표 14> 영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용은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금액임.

*평균 비용은 조사한 분원만을 대상으로 계산했음.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YBM ECC, 서강 SLP, 원더랜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의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평균 비용은 약 109만원이고, 서강 SLP 서초점의 경우 195만원에 

달하는 등, 상당히 고가임이 확인된다. 

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3)

2)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원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 모든 반일제 이상 유아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기에,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등이 비교

적 세세하게 정리된 일부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학원은 전국에 45개 체인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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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학원 역시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념이나 목표로는 ‘영어교

육’만이 아니라‘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LCI 키즈클럽의 경우 언어

능력뿐 아니라 긍정적 자아개념, 개성발굴, 사회성 함양 등을, 서강 SLP영어학원의 경우 영

어몰입교육뿐 아니라 전인교육 등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림 2> LCI 키즈클럽의 교육목표

자료: LCI 키즈클럽 홈페이지

<그림 3> 서강 SLP영어학원의 교육목표

한 원더랜드, 전국에 32개 체인을 보유한 LCI키즈클럽, 서울 한남 등 9곳에 체인을 보유한 밤
비니교육센터, 서울 강남 등 5곳에 체인을 보유한 CIS어학원, 서울 강남과 송파에 체인을 보유
한 에듀프로아카데미, 분당에 위치한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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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강 SLP영어학원 홈페이지

그러나 원마다 구체적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표에 따르면,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 영어 관련 교과목이 대부분이고, 

Math, Science, Gym 등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과목 수업을 병행한다. 이외에 Cooking, 

Flower Art 등 월 1회 정도의 체험학습이나 문화학습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림 4> 원더랜드의 교육시간표 예시

자료: 원더랜드 홈페이지

<그림 5> LCI키즈클럽의 교육시간표 예시

자료: LCI키즈클럽 홈페이지

-영어 관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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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교과내용

Greeting
매일 아침 인사와 출결사항 점검 및 수업 내용의 복습과 하루일과에 관련된

사항 소개, 모든 수업 시작전에 이루어짐

Language
다양한 교수 자료와 더불어 교재의 내용 및 주어진 과제에 대한 표현 및 어

휘 등을 습득 및 학습할 수 있는 시간

Phonics

소리의 음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짧은 단어에서 시작해 문장 읽기까

지 이루어지는 시간. 체계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시간

Project
매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히고 어휘 연습을 통해

상상력 및 자신감, 논리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Activities
매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한

어휘 표현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

Story
Phonics reading을 시작으로 연령별로 추천을 받은 이야기 등을 통해 상상력

과 어휘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

Special class 지식의 폭을 넓히고 어휘 확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Project Lesson

Family, Animal, Weather 등 어린이에게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같은

주제로 어린이 정서, 육체적 발달 과정에 맞추어 영어를 통한 창의적인 생각

과 사고를 이끌도록 수업이 이루어짐.

<표 16> 원더랜드 영어 관련 과목 소개

교과명 교과내용

Reading

Comprehension

Story based reading & writing, Script reading & writing, Dramatization 등을 통

해 이해력 증진과 함께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다방면의 지식을

영어로 표현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Language Arts
주교재와 McOmber family readers를 통한 Phonics를 비롯 영어의 Linguistic

System을 이해하고 언어 구조를 익히는 프로그램

Thematic Projet

Theme based vocabulary enrichment, Whole language & Creativity activities 등

주제 관련 활동을 통해 연관개념을 익히고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접해 유아기

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Listening

Comprehension

with Mathematics

수학을 통해 영어의 듣기, 말하기를 접하며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논리적 사

고 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Grammar &

Writing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문법 구조를 터득하

여 세련된 언어표현 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표 15> 밤비니교육센터 영어 관련 과목 소개

이중 영어 관련 교과과정이 어떤지는 영어학원 해당 홈페이지의 교과목 소개내용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밤비니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 원더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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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교과내용

Phonics

발음과 표기 방식에 관한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익힘으로써 글을 읽고

(decoding) 쓰는(encoding) 단계에 무리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듣기, 말

하기, 쓰기 스킬을 정립할 수 있는 Activity,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챈트와 다양

한 효과음이 들어간 스토리가 흥미를 더해줍니다.

Story Time
픽션, 논픽션 등 다양한 Reader를 가지고 Pre-reading, During reading,

Post-schooler들이 쉽게 영어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Learn to Read

언어, 탐구, 사회, 수리의 4가지 영역에서 아주 쉬운 문장을 노래, 챈트, 다양

한 Activity를 통해 학습함으로서 Pre-schooler들이 쉽게 영어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Language Arts

EFL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Textbook을 통해 Vocabulary, Speaking,

Reading, Writing Skill을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통합된 언어로서 유창함을 갖게

합니다.

Think-Along /

Play-Along
꼭 필요한 문법, 회화, 어휘 학습을 통해 Multi-skill을 갖추게 합니다.

Drama
Drama Script를 통해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연습하고 실제 연극에 참여해봄으

로써 단어, 문장, 문법,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 등을 학습하게 합니다.

Brain Quest
영어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학습하면서 사고력과 지능을 발달시킵

니다.

<표 17> 에듀프로아카데미 영어 관련 과목 소개

자료: 에듀프로아카데미 홈페이지

원더랜드에서 Phonics는 ‘소리의 음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짧은 단어에서 시작해 

문장 읽기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체계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Language는‘다양한 교수 자료와 더불어 교재의 내용 및 주어진 과제에 대한 

표현 및 어휘 등을 습득 및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과목 소개를 통해서 볼 때,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 영어 관련 교과목은 활동

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기보다는, 어휘, 읽기 쓰기, 문법 등에 대한 지식 증진을 

통한 집중적 훈련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에 가깝다. 이는 영어 관련 과목에 사용되는 교재

의 내용을 보았을 때 더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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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LCI키즈클럽의 Phonics 교재 예시

자료: LCI키즈클럽 홈페이지

<표 19> LCI키즈클럽의 Classroom English 교재 예시

자료: LCI키즈클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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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LCI키즈클럽원의 Read English 교재 예시

자료: LCI키즈클럽 홈페이지

Phonics 교재의 내용을 보면, ‘The plane is flying (from/out of) Seoul to toronto’ 문장에

서 ‘from’과 ‘out of’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골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Exercises가 

제시되어있다. Classroom English 교재에는 ‘여기 좀 보세요’라는 한국어 문장에 ‘Look 

here, please’라는 영어 문장이 기입되어 있는데, 한국어 문장의 뜻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

을 단순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EFL 환경4)에서는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접하는 하루 6시간으로는 자연

스럽고 지속적인 영어 노출이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가시적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 학원

의 커리큘럼이 영어 어휘, 읽기 쓰기 등의 강도 높은 학습에 치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관련해 영어전문학원에서 12년간 강사로 활동하며 교사부장을 역임한 김채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시설로 학부모를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아이가 학원을 다니

는 동안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 금방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

을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 원장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

에 학원 입장에서는 학부모에게 투자 효과, 즉 학습 효과를 확실하게 가시적으

4) EFL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은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가 없는 한국, 일본 
등을 말하며, ESL환경(Engish as a Second Language)은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가 많은 환경, 필리핀이나 인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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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시켜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 효과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

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영어책을 줄줄 읽어 내리는 모습을 통해 효과를

보여 주려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단기간에 아이가 문자

를 해득하는 것은 어디 쉽겠는가? 그러다 보니 6살짜리 아이에게 단어 암기,

쓰기 숙제, 스펠링 시험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영어 효과를 부모

에게 입증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채찍인 셈이다. 엄마들도

자신의 아이는 이제 ‘yellow, pink'와 같은 ‘초보적’ 단어나 배우고 있는 데 옆집

누구네 아이는 6살인데 영어책을 줄줄 읽고 영어 스펠링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

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2009년 영어사교

육포럼 1차 토론회 ‘어린이 영어전문학원 바로 이해하기’ 발제문 인용)

발제문을 준비하며 만난 세 명의 전직 영어학원 교사에 따르면 원에 따른 교수방법의 차이

가 있으나 7세가 초등학교 2학년 미국교과서를 공부하는 등, 학습강도 자체는 높은 것이 

사실로 보인다. 평일 아침 유아영어학원 차량에 타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숙제로 보이는) 

영어 어휘를 암기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부 원의 경우 단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5)

“저희 원은 좀 학습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많이 연습시키고 많이 쓰게 하고

외우게 시키고...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저희 원은 원어민 시간이 다

른 원보다 적었으니까, 원장님 마인드는 한국인이 학습을 더 잘 시킨다, 뭐랄까

더 효율적이다, 원어민은 그냥 놀아주는 거고 배운 거 써먹게 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원어민은 데려오면 비싸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

래서 한국어 교사가 들어가는 시간에는 거의 학습식으로 가르쳤어요. 다른

원은 원어민 강사가 반 한국인 강사가 반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아니면 원어

민 강사가 100%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4년 근무 N

교사)

단어 쪽지 시험 같은 건 안봤어요. 원어민 교사 성향에 따라 교수 방법에 차이

는 있죠. 교재로 미국 교과서를 주로 쓰는데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외우게

하지는 않고, 여러번 반복하는 편이에요. 좀 과하다 싶었던 부분은... 6살은

미국교과서 1학년용을, 7세의 경우 미국교과서 2학년용을 가르쳐요. 6살은

5) 조사도중 확인한 CIS영어학원의 경우 6세와 7세 시간표에서 ‘spelling test’를 실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19>와 <그림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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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교과내용

Special Program

Drama, Storytel, Bambini music, Gym, Science, Lab & Multi-media영어로 진행

되는 다양한 특별 활동들을 통해 즐겁게 영어도 익히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

을 영어로 표현하고 즐기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표 21> 밤비니교육센터 기타 과목

교과명 교과내용

Arts & Crafts
그리기, 오리기,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소근육 운동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Cooking

제대로 갖춰진 Cooking Room에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

리 프로젝트를 통해 오감 및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직접 요리를 통해

완성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Math
Color, Shape, Size, Number, Length, Weight 등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다양한

Activiy를 통해 교육합니다.

Orda
유태인 교육철학과 놀이식 학습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리적 수리적 사고력

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줍니다.

Science Club 다양한 과학실험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창의력과 탐구정신을 키워줍니다.

<표 22> 에듀프로아카데미 기타 과목

그나마 괜찮은데 7살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배우는 걸 어려워하

는 경우가 있죠. (분당지역 영어학원 4년 근무 L교사)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교재 의존도가 높아요. 저는 W영어유치원에 있었는

데(분원수를 많이 보유한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만든 교재들이 많거

든요. 파닉스나 그런 교재들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죠. 쓰고 연습하고 이런 교재

들... 그리고 만들기 같은 활동도 교재를 이용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활동

하는 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조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을 보면 다

양하게 활동하는 게 많은 데 비해서 영어유치원은 그런 제한이 좀 많은 거 같고

요. 일단은 영어를 해야 하고... 부모들이랑 상담을 하면, 부모들이 관심을 갖

는 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영어가 얼마나 늘었나... 늘고 있나... 그런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죠. (은평지역 영어학원 1년 근무 K교

사)

-Math, Science, Gym 등 기타 교육과정

Math, Science, Gym 등 기타 과목의 내용 역시 영어유치원 해당 홈페이지의 교과목 소개내

용을 통해 파악해보았다. 

자료: 밤비니교육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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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
놀이시설물을 활용한 활동프로그램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다양한 Game이 이

루어집니다.

Young Leadership

Good Manner, 좋은 습관 체득을 통한 Leader로서의 자질 갖추기 및 사회성

과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합니

다.

자료: 에듀프로아카데미 홈페이지

Math, Science, Gym, Orda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에 따라 

초등학교 준비 등의 이유로 수학, 과학 등의 교과는 한국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의 학원에서는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타 과목의 교재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LCI키즈클럽의 Math 교재 예시

자료: LCI키즈클럽 홈페이지

한 학원의 Math 교재에 따르면 ‘4+1=5’, ‘1+4=5’등의 수 덧셈 개념을 가르치는데, 안내 

글이 전부 영어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 학습 자체가 

주는 부담에, 이를 영어로 배우게 되었을 때 학습자가 가지는 이중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아영어학원에서의 강사와 어린이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연구한 성인자

(2006)의 논문을 통해,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학 교과 수업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2009

년 영어사교육포럼 1차토론회 ‘어린이 영어전문학원을 말한다’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

과) 발제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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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수개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아이가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

한 채로 영어로 수 개념을 이해하려다 보니 어려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던 전직 영어학원 교사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학이나 과학 수업 등은 대부분 실험이

나 교구 활동으로 이루어져 그렇게 인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이들

이 부담을 느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학은요. 미국교과서가 수학 개념이 한국에 비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선행학습이 많이 되어서 연산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수학을 진행하더라도 생각만큼 어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주로 수의 개념을 비교한다든지 길이를 직접 잰다든지 활동 중심으로 하고, 서

술형 문제 있잖아요. 풀어서 쓰는 거. 그런 건 영어지문이 기니까 좀 어려워하

죠. 과학은 거의 실험 중심이고 개념을 적용해서 만드는 활동들이 주였어요.”

(분당지역 영어유치원 4년 근무 L교사)

아이들은 사실 그래도 힘들어해요. 재미없다고 말하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요.

주로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지문 같은 거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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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담되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다양하게 교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교재

를 펼쳐놓고 하게 되요. (은평지역 영어유치원 1년 근무 K교사)

-연령별 교육과정

유아영어학원은 대부분 5세반, 6세반, 7세반이 운영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용 아동이 

많다. 연령별 커리큘럼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에듀프로아카데미 5세 교육시간표

자료: 에듀프로아카데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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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듀프로아카데미 6세 교육시간표

자료: 에듀프로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림 17> 에듀프로아카데미 7세 교육시간표

자료: 에듀프로아카데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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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송파에 위치한 에듀프로아카데미 영어학원의 경우, 5세 커리큘럼에는 오르다, 가베 

등의 놀이교구 과목이 1주일 기준으로 2차시 진행되고, Brain Course(과목 소개에 따르면 

영어로 간단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라는 퀴즈 과목이 3차시 진행되었다. 반면 6세와 7세 

커리큘럼에서는 해당 과목이 삭제된 대신, math와 science가 각각 2차시(6세 기준, 7세에서

는 math 1차시, science 2차시) 늘어난다. 또한 phonics는 5세에 1차시였으나 6세에는 3차시

로 늘어나고, 7세에는 없어지는 대신 Language Art, Reading Skills 등의 새로운 과목이 추가

되는데, 이는 과목 소개에 따르면 textbook을 읽으며 어휘, 읽기 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이라 

한다. 

5세에서 7세로 올라갈수록 △놀이관련 과목이 줄어들고, △수학 과학 등의 교과가 늘어나

며, △영어 관련 과목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6세 이후 오후시

간에 수학, 국어, 한자 등을 한국어로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초등학교 선행학습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영어학원임에도 한국어로 선행 취지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8> CIS 영어학원 5세 교육시간표

자료: CIS 영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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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IS 영어학원 6세 교육시간표

자료: CIS 영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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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IS 영어학원 7세 교육시간표

자료: CIS 영어학원 홈페이지

강남 등 5곳에 위치한 CIS 영어학원의 경우 5, 6, 7세 모두 매일 Phonics와 Reading, 

Spectrum Math를 진행하고 Science Lab, Art, Activity, Gym 등의 과목을 요일별로 진행한

다. 5세에서 7세로 올라갈수록 과목명이나 분포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Phonics 교

재등의 레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한 점은 6세와 7세 과정에는 매주 한번 

Spelling Test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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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의 5세, 6세 교육시간표

자료: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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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 7세 교육시간표

자료: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 홈페이지

분당에 위치한 마운트피스가 영어학원의 경우 5, 6세와 7세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

7세 과정에는 이전에 없던 Writing & Grammar 과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과 쓰기 등으로 영어학습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영어 교과로 진행되는데, 연령이 올라갈수

록 Spelling Test, Grammar가 추가되는 등 높은 학습강도를 보이며, 영어 관련 교과가 아닌 

수학, 과학 등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학습자에게 심한 부담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

다 한 차시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50분에 달하고, 하루에 평균 6~7차시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습시간도 과도하게 많다. 또한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은 통합이 아니라 교과목 중심의 

분리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영유아의 학습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이

루어질 때 비로소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2) 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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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소득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반일제

이상 기관
593.8 306.9 1,485.0 13.0 7.2 0.8 33.3 16.3 8.8 1.3 43.5

<표 25>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6시간 20분 6시간 36분 6시간 28분 6시간 40분 6시간 30분 6시간 33분

영어학원 4시간 30분 6시간 6시간 53분 6시간 15분 6시간 3분 6시간 17분

<표 24> 영어학원 평균 이용시간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서문희 외, 2012)의 

반일제 기관 이용, 비용 현황 부분에서 영어학원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6) 

가. 영어학원 평균 이용시간

영어학원 평균 이용 시간은 주 이용 연령인 3~5세의 경우 6시간 정도로, 종일제나 연장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나. 영어학원 비용

-월평균 비용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78만3천원으로, 소득대비 비율은 17.2%, 지출 대비 비율은 20.8%였

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우 130만원이고, 소득대비 비율이 33.3%, 지출 대비 비율이 43.5%

인 경우도 있었다. 

6) 이 연구가 유아대상 학원 이용 실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이기도 하며, 차성현(2010), 소
정(2010) 등의 연구에서는 반일제 학원과 시간제 학원을 구분하지 않아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
는 영어유치원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이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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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어학원 783.0 233.1 1,300.0 17.2 7.4 5.7 33.3 20.8 8.8 7.3 43.5

구분
10만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40만

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6.1 26.1 10.2 19.3 12.5 5.7 100.0(78) 154.1

영어학

원
24.3 16.2 8.1 24.3 18.9 8.1 100.0(31) 179.1

<표 26> 영어학원 입학금

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5점)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2 3.4 7.9 47.2 39.3 100.0(78) 4.2

영어학원 - 2.9 2.9 40.0 54.3 100.0(36) 4.4

<표 27> 영어학원 비용 부담 정도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입학금

입학 당시 지불한 입학금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20~3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3%로 가장 

많았다. 평균 17만 9천원 정도로,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보다 2만원 가량 높았다. 매달 

지출해야하는 교육비에 더불어 입학금이 이용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7)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비용 부담 정도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의 경우 ‘매우 부담’이 39.3%인데 반해, 영어학원의 경우 ‘매우 

부담’이 54.3%로, 이용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매우 부담’과 ‘조금 부

담’을 합하면 94.3%로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7)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법에 근거해 입학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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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3 9.2 56.3 32.2 100.0(87) 4.2

영어학원 - 13.5 73.0 13.5 100.0(36) 4.0

<표 29> 영어학원 만족도

구분
차별화

교육

재능

소질

개발

초등

학교

준비

자녀가

원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맘에

안들어

어린이

집

유치원

정원초

과

비용저

렴
기타 계(수)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52.3 15.1 4.7 4.7 10.5 7.0 4.7 1.2
100.0(8

7)

영어학

원
65.7 17.1 8.6 2.9 2.9 2.9 -

100.0(3

6)

<표 28> 영어학원 이용 이유

다. 영어학원 이용 이유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화 교육’때문(65.7)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

은 ‘재능 소질 개발’(17.1%)을 위해서였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라. 영어학원 만족도

영어학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3.5%, ‘대체로 만족’이 73.0%이나, 5점 척도에서 

평균 4.0점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4.2)보다 낮으며, 미술·체육학원의 평균(4.1)보

다도 낮았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영어학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높은 비용 뿐 아니라, 최근 언급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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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사례, 원어민 강사의 자질에 대한 의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조기영어교육의 학습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원어민 강사의 

자질 문제는 전직 영어학원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처음에는 무서운 속도를 단어를 습득하더니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원에서도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일

상 회화에 들어서면 그 표현이라는 것이 어른들의 콩글리시 못지 않다. ‘I don't

have～’라는 기초적인 표현조차 못하고 ‘me, no pencil'이라고 말한다. 다툰

두 아이에게 싸운 이유를 물어보면 'He first me hit 팍팍'이라고 말한다. 물

론 모든 아이들은 이런 중간 언어 단계를 거쳐 언어를 습득하게 되지만 문

제는 이러한 중간 언어 단계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건 단순히 어느 특정 영어 학원의 예가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2009년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 바로 이해하기’ 발제문 인용)

“지금은 일반 영어학원에 있는데 영어유치원에 다녔던 애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

어요.. 근데요, 영어유치원 출신 애나, 늦게 시작한 애나, 다 같은 반에서 가르쳐

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영어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쌓아

온 시간의 절대량이 있으니까 차이가 아예 없다고 말하면 안되겠지만, 제가 보

기에는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아요. 제일 큰 거는, 영어유치원 다닌 애들은 아

무래도 재미없어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런 문

제가 있죠.” (은평지역 영어학원 근무 K교사)

“(원어민 강사의 경우) 원래는 대학졸업자를 선호하는데요. 사실 저희 원은 초

창기에는 급하니까 아무나 막 썼어요. 대학생 1, 2학년도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규모 적은 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고 하더라

고요. (비자의 경우는) 워킹비자를 받아서 와야하는데, 사실 원어민 강사들은 그

만두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비자로 일단 들여보내고 3개월에 한번 내보내서 연장하고.. 그러더라

고요. 비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3) 최근 동향

유아영어학원은 2008년도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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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

다. 이후 유아영어학원은 학습적 효과, 인지 정서적 영향,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논

란이 맞물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아영어학원

의 인기도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영어학원의 인기가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영어학원은 교욕료 지원

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생 모집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있다. 현재 누리과정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3~5세 아동은 매월 22만원의 교육·보육료

를 지원받지만, 가정 양육하는 경우 만 3~5세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다. 영어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이용하는 경우 

교육·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영어학원과 일반유치원을 두고 고민하는 부모

라면 일반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지난해 영어 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으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평촌의 S 유치원

이모 원장은 평촌지역에 한창 영어 유치원 붐이 일어 날 때 100여명 가까운 원

생을 받았던 영어 유치원 3곳 중에 한 곳은 일반 유치원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

거나, 나머지는 문을 닫을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영어유치원에서 일반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은 한 유치원 원장은 “저희 유

치원은 지난해 영어유치원에서 어렵게 일반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

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평촌지역의 영어 유치원은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

라며 “업계에서는 이미 영어 유치원의 붐은 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

다. (2012-11-16 주간교육신문 외면 받는 ‘영어유치원’)

이처럼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 중 벌써부터 일반 유치원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어디에 아이를 보내야 할지 갈등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도 학부모들

에게 영어학원 선택을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략) 최근 만 5세 모든 아이

에게 정부가 20만원씩 학원비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도 유치원생 학부모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영어학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

니라 학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세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어가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영어학원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는 5세 누리과정 혜

택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영어학원과 일반 유치원을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는 5세 누리과정 혜택에 따라 일반 유치원으로 방향을 트는 경

우가 많아 영어학원에서도 수업료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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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영어유치원 인기 `흔들`)

또한 △초등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라 모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 사교육 전문가는 사교육시장에서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그 원인으로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이나 시민운동 등을 통해 꾸준히 공감되었고, 영어도서관이나 각종 도구를 

사용한 엄마표영어가 활성화되면서 영어학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사교육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뿐 아니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시각이 변화하는 추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중략) 영어유치원이

침체된다고 하여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규 유치원교육과 영어학습을 분리해 생각하는 학부모

의 시각이 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략)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자녀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 중에

는 기존 영어유치원의 영어교육 방식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다. (2012-11-27 동아

일보 [신나는 공부]내년 누리과정 확대… 영어유치원 인기 주춤?)

그러나 유아영어학원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영어교육 과열사회에서 

이에 대한 거품이 아닌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도 유명 톱스타들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사실이 기사화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영어학원이 대중

적이지는 않더라도 보육·교육료 지원이 아쉽지 않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을 이

룰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2. 놀이학원

1) 놀이학원의 규모 및 운영 실태

가. 개수와 비용을 중심으로 

놀이학원은 2002년 강남에 하바놀이학교가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창의·인성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이슬기)

- 43 -

프랜차이즈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도만스쿨 79 (미공개)

위즈아일랜드 43 860,000(4,200)

베베궁 33 700,000(6,300)

킨더슐레 23
630,000(5,880)

680,000(6,300)

하바놀이학교 (20여개)
840,000(4,410)

940,000(5,670)

텀블랜드 18 790,000(5,670)

토토빌 15 890,0006,000)

노리안 8
890,000(5,040)

930,000(5,250)

꿈모리놀이학교 7
510,000(3,150)

680,000(4,200)

루켄 5 770,000(4,410)

총 250 여개 778,000

<표 30> 놀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아영어학원이 사회

적 관심을 받으며 2009년 이후로 거의 매년 분포와 비용 등의 기초적 정보가 파악된 것에 

비해, 놀이학원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놀이학

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

원·교습소 정보’(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를 통해 비용을 파악해보았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로는 하바놀이학교, 베베

궁, 위즈아일랜드, 꿈모리놀이학교 등이 있다. 이들의 프랜차이즈수와 비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용은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금액임.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잘 알려진 놀이학원 프랜차이즈 분원수만 합해도 250 여개이다. 여기에 프랜차이즈는 아니

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놀이학원이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한다

면, 현재 놀이학원은 최소 35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경우 조사된 분원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77만 8천원에 달하고, 하바놀이학교 

분당점의 월평균 교육비가 94만원에 해당하는 등 영어학원 못지 않게 고가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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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놀이학원은 대부분 전인교육, 통합교육, 창의·감성교육 등을 지향하며 그 교육철학을 가

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유태인 교육,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등에 둔다. 

<그림 23> 킨더슐레 놀이학원의 교육이념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언급

자료: 킨더슐레 놀이학원 홈페이지

<그림 24> 위즈아일랜드 놀이학원의 교육이념 – 감성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 유태인 교육 언급

자료: 위즈아일랜드 놀이학원 홈페이지

<그림 25> 킨더슐레 놀이학원의 교육이념 –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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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과목 특징

Relexation

(긴장해소)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학습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서적인 안

정감과 편안함,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으로 뇌파를 알파파하여 학습효과 극대

화

Mother

Tongue(창의언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언어능력, 언어생활습관, 태도를 기르고 타인의 생각

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표현하기 위한 사고력 향상

Game

(게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게임을 경험하는 놀이 자체가 교육이 되어 그룹 놀이를

통한 타협과 의사결정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인식하고 게임교구를 활용한

수리와 수학문제해결능력 향상

Gabe

(공간조형)

기하도형의 원리를 경험하고 공간 지각력을 개발하여 통합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력의 체계　향상 및 자기표현력과 적극적인 발표력, 리더쉽 향상

Orf Music

(감성음악)

창의력 개발의 원초적 자원인 음악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리듬을 표현하여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사고력 향상

Creat(표현미술)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여 적극적인 태도 향상

Movement

(활동신체)

유아들의 자유로운 신체놀이를 통해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주위

세계를 탐색하고 배워나가며 인지 및 사회, 정서 발달을 도와주어 균형있고

조화로운 신체 발달

Basic Science

(탐구과학)

유아의 생활주제를 통해 유아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 자극

Active English

(놀이영어)

낯선 영어를 친숙한 생활언어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환경을 노

출시켜주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낯선 문화를 쉽게 이

해하는 체험교육

<표 31> 베베궁 놀이학원의 교과 소개

교과명 과목특징

Gym
Gym활동을 통해 발달단계에 적합한 신체의 성장, 발육을 도와주며 신나는

신체 수업을 통해 자신감과 협동심을 길러줍니다.

Observation

하바 감각, 인지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지식의 획득보다 유아

의 마음에 어떤 규칙, 질서개념을 확립시켜 지능과 발달과 심성의 발달을 돕

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도록 도와줍니다.

<표 32> 하바놀이학원의 교과 소개

자료: 킨더슐레 놀이학원 홈페이지

이에 따라 각 놀이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언어영억, 논리수학영역, 신체운동영역, 대인관

계영역 등 다양한 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즐거운 놀이환경 

속에서 주입식이 아닌 감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구체적 교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베베귱 놀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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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rt

유아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내면

을 확정시키며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기릅니다. 미술, 만다라(심리미술) 달크

로즈뮤직, 가베, EQ, 밀라보땅(명화감상)이 있습니다.

Language Art
창의 언어,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표현하는 창의적 생각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Social Relationship

즐겁고 재미있는 하바게임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계 형성으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친구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이

룰 수 있도록 합니다.

Fun English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이 진행하고 Fun Phonics, Language Art, Science, Math

활동을 통합하여 영어의 이해가 즐거워집니다.

자료: 하바놀이학원 홈페이지

교과목 소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놀이영어, 놀이수학, 감성 놀이음악 등 공통적으로 각 교

과목에 놀이를 접목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가 가지는 학습적 의도(놀

이수학의 경우 수 개념 이해, 놀이영어의 경우 다양한 어휘를 익히고 생활영어에 친숙해지

는 것 등)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놀이’ 그 자체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며, 특히 

통합형이 아닌 분절형 교과로 진행되어 통합적 이해라는 유아단계의 교육적 목표에는 어울

리지 않는다.8) 

또한 놀이학원의 교육과정에는 누리과정에서 금지된 영어가 상당 차시 포함되어 있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놀이학원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영어 교과의 차시가 증가하고, 한글 한

자 등 초등학교 선행 준비를 위한 교과가 등장한다. 

8) 이와 관련해 영유아사교육포럼 첫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놀이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중에도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언제 끝나고 놀아요?’라고 묻는다며, 놀이프로그램이 아
이들에게는 또다른 학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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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하바놀이학원의 4세 교육시간표

자료: 하바놀이학원 홈페이지

<그림 27> 하바놀이학원의 5세 교육시간표

자료: 하바놀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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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하바놀이학원의 6세 교육시간표

자료: 하바놀이학원 홈페이지

<그림 29> 하바놀이학원의 7세 교육시간표

자료: 하바놀이학원 홈페이지

하바놀이학원의 경우, 4~5세 교육시간표에는 가베, 생태학습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영어가 

매일 1차시 이상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7세 교육시간표에서는 Phonics, Reading, 

Language Art 등 오전 시간은 영어유치원 수준으로 영어 교과가 채워져있으며, 오후에는 

예비국어, 철학교실 등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겨냥한 교과가 채워져있어 놀이학원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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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소득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표 34> 놀이학원 월평균 비용

름을 무색케 한다. 

2) 놀이학원 이용 실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서문희 외, 2012)의 

반일제 기관 이용, 비용 현황 부분에서 놀이학원 관련 연구 결과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놀이학원 평균 이용시간

3, 4, 5세의 경우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이용하며,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에 비해 

이용시간이 많은 편이다.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6시간 20분 6시간 36분 6시간 28분 6시간 40분 6시간 30분 6시간 33분

놀이학원 6시간 38분 8시간 40분 7시간 4분 7시간 49분 6시간 45분 7시간 42분

<표 33> 놀이학원 평균 이용시간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나. 놀이학원 비용

-월평균 비용

놀이학원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66만 8천원정도로, 최대값은 148만원에 달했다.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13%이며 지출 대비 비율은 평균 16.3%였다. 앞서 영어유치원 월평균 비

용이 78만 3천원으로 볼 때 영어유치원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은 편이나, 놀이학원 역시 고

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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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593.8 306.9 1,485.0 13.0 7.2 0.8 33.3 16.3 8.8 1.3 43.5

놀이학원 668.5 295.8 1,485.0 12.7 6.3 5.5 24.9 16.7 9.1 7.2 34.3

구분
10만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40만

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6.1 26.1 10.2 19.3 12.5 5.7 100.0(78) 154.1

놀이학

원
6.3 31.3 18.8 18.8 12.5 12.5 100.0(15) 184.2

<표 35> 놀이학원 입학금

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5점)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2 3.4 7.9 47.2 39.3 100.0(78) 4.2

<표 36> 놀이학원 비용 부담 정도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놀이학원 입학금

놀이학원의 입학금으로 10~15만원 미만을 지불했다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을 지불했다는 의견(18.8%)이었다. 입학금 평균은 18만 4천원이었

다. 매월 지불해야하는 교육비에 입학금까지 가중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놀이학원 비용 부담 정도

놀이학원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조금 부담’과 ‘매우 부담’포함)이 75.1%로 대다수

의 학부모가 놀이학원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학원의 경우 

‘조금 부담’과 ‘매우 부담’의 합이 94.3%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며, 평균 역시 영

어유치원이 4.4점인 데 비해, 놀이학원은 3.8점으로 비교적 낮다. 놀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낮지 않은 편임을 감안할 때, 놀이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용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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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3 9.2 56.3 32.2 100.0(87) 4.2

<표 38> 놀이학원 만족도

놀이학원 12.5 12.5 31.3 43.8 100.0(16) 3.8

구분
차별화

교육

재능

소질

개발

초등

학교

준비

자녀가

원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맘에

안들어

어린이

집

유치원

정원초

과

비용저

렴
기타 계(수)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52.3 15.1 4.7 4.7 10.5 7.0 4.7 1.2
100.0(8

7)

놀이학

원
56.2 6.2 - 6.2 6.2 - - -

100.0(1

6)

<표 37> 놀이학원 이용 이유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다. 놀이학원 이용 이유

놀이학원 이용 이유로는 ‘차별화 교육’이 5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재능

소질 개발’, ‘자녀가 원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맘에 안들어서’가 소수의 답(각 

6.2%)을 얻었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라. 놀이학원 만족도

‘매우 만족’이 68.8%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놀이학원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하면 87.6%이다.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에 비

해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고, 영어유치원에 비해서도 매우 만족이 비율이 월등히 높다. (영

어유치원은 ‘매우 만족’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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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학원 12.5 - 18.8 68.8 100.0(16) 4.4

유아교육법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①시·도교육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표 3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신구 비교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놀이학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놀이학원이 대부분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낮아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며, 대부분 최근에 지어져 시설이 좋은 편이고,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는 자부

심도 한편으로는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9) 

3. 미술·체육학원

1) 미술·체육학원의 규모 및 운영 실태

가. 개수와 비용을 중심으로

유아미술학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유아학원 학원실태조

사’(나정 외, 2006)에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의 현황을 조사했던 

적이 있으나, 최근의 미술학원 개수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유아미술학원은 유아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5년 유아교육법

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의 경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정해 유

아교육비를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미술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급보증제)으로 교육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유아미술학원의 유아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

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후 또다시 연장되어 현재 2014년 2월까지 지원이 가능

하다. 

9) 학부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놀이학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소수정예로 이루
어져 세심한 관리가 가능하며, 단순한 보육위주의 어린이집보다 학습 면에서 우월하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자유놀이를 기대하고 놀이학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중에는 의도와 다르게 놀이학
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시켜 실망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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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 지

원의 특례}

신규제정

2005.2.24.

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

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

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

감이 정한다.

[유효기간 2007.2.28까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 지

원의 특례)

일부개정

2013.3.23.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① 교육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

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2014.2.28까지 유효, 2005.2.24 제854호 부칙 제2항]]

[별표 2]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입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

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2의 유

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

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놀이터

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

- 54 -

나. 조리실

조리실을 설치할 경우,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안전점검

가스, 소방, 전기 분야는 점검 자격을 구비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점

검을 받을 것

※ 1월~6월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구분11) 아기스포츠단 보유한 지회

서울

강남YMCA

서초YMCA

양재YMCA

송파YMCA

양천YMCA

전국
안양YMCA

구리YMCA

<표 40> 전국, 서울 YMCA 아기스포츠단 현황

비록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이 거듭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현재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은 전국 130여개 정도로 많지 않다. 또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

은 유아미술학원은 교육비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어

린이집을 이용해,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체육학원은 YMCA 아기스포츠단과 일부 

지자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등이 대부분이며, 사설 스포츠센터에

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이 적은 수 존재한다.10) YMCA 아기스포츠단은 1978년에 서울

YMCA의 아기스포츠단이 출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과 서울에 21개가 있다.

10) 지자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의 경우 유아대상 사설학원 실태를 파악하는 
본 발제문의 성격과 맞지 않기에 조사를 생략하며, YMCA 아기스포츠단의 경우 학원으로 보아
야 할지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는 학원과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
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체육학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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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YMCA

대전YMCA

부산YMCA

부천YMCA

성남YMCA

수원YMCA

인천YMCA

의정부YMCA

울산YMCA

여수YMCA

진주YMCA

마산YMCA

광주YMCA

광명YMCA

구분
월 교육비(입학료 불포함, 중식비 포함)

5세 6~7세

강남 620,000 570,000

서초 610,000(반일제(~2시) 기준) 560,000

송파 620,000 620,000

양천 450,000 450,000

<표 41> YMCA 아기스포츠단의 월평균 비용 (2013년 기준)

자료: 전국 YMCA 전화 확인, 서울 YMCA 홈페이지

비용은 서울YMCA 아기스포츠단의 경우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62만원으로, 대체로 

50~60만원 선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원 월평균 교육비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균 교육·보육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국 YMCA 아기스

포츠단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이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보육료 지

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각 홈페이지

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교육과

정으로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교육과정 상의 차이는 없다. 

11) 전국 YMCA에서 서울 YMCA가 탈회하여, 현재 서울 YMCA는 전국 YMCA와는 독자적으로 운
영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

- 56 -

아기스포츠단은 교육 목표에서 유아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

에 수영, 축구, 인라인 스케이트, 골프 등 체육활동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많이 편성되

어 있다. 

<그림 30> 서울 YMCA 아기스포츠단의 교육목적

자료: 강남YMCA홈페이지

<그림 31> 서울 YMCA 아기스포츠단의 교육과정

자료: 강남YMCA홈페이지

그러나 아기스포츠단의 교육 내용에는 체육활동 뿐 아니라, 영어, 한글, 수학, 과학 등의 인

지활동, 미술 및 종이접기, 악기배우기, 노래 등의 표현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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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아기스포츠단의 자세한 교육시간표를 보면, 매일 한 차시 수영 시간이 있고, 요일별

로 인라인스케이트, 골프, 기계체조, 신체적성, 리듬놀이 등의 체육활동이 한 차시씩 포함되

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어와 과학, 수학, 한글 등의 교과가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강남 YMCA 아기스포츠단 7세반 교육시간표

자료: 강남YMCA홈페이지

<그림 33> 강남 YMCA 아기스포츠단 6세반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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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남YMCA홈페이지

<그림 34> 강남 YMCA 아기스포츠단 5세반 교육시간표

자료: 강남YMCA홈페이지

주로 살펴본 강남YMCA 아기스포츠단 외에도 서초, 양재, 양천 등 서울 YMCA 아기스포츠

단의 시간표가 대부분 매일 수영과 기타 체육 활동을 하루 1~2차시 진행하고, 이외에는 영

어, 한글, 수학 등의 인지교과를 분절적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2) 미술·체육학원의 이용 실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서문희 외, 2012)의 

반일제 기관 이용, 비용 현황 부분에서 미술·체육학원 관련 연구 결과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술·체육학원 평균 이용시간

3~5세 아동의 미술·체육학원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종일제나 연장제

12)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 아기스포츠단의 경우도 교육시간표는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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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소득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593.8 306.9 1,485.0 13.0 7.2 0.8 33.3 16.3 8.8 1.3 43.5

미술·체육

학원
447.4 121.0 650.0 10.2 3.6 4.2 16.3 12.9 3.8 7.0 19.6

<표 43> 미술·체육학원 월평균 비용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6시간 20분 6시간 36분 6시간 28분 6시간 40분 6시간 30분 6시간 33분

미술·체육

학원
- - 6시간 3분 6시간 33분 6시간 42분 6시간 21분

<표 42> 미술·체육학원 월평균 이용시간

로 운영하는 경우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나. 미술·체육학원 비용

-월평균 비용

월평균 비용은 44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월평균 비용은 65만원이었다. 소득대비 

비율은 평균 102.%, 지출 대비 비율은 평균 12.9%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59만 

3천원)보다 낮았으며, 영어유치원(78만 3천원), 놀이학원(66만 8천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미술·체육학원 입학금

미술·체육학원의 입학금으로 10~15만원 미만을 지불했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5~20만원 미만을 지불했다는 의견(17.6%%)이었다. 입학금 평균은 13만 6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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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5점)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2 3.4 7.9 47.2 39.3 100.0(78) 4.2

미술·체육

학원
- 5.9 5.9 58.8 29.4

100.0

(17)
4.1

<표 45> 미술·체육학원 비용 부담 정도

구분
10만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40만

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6.1 26.1 10.2 19.3 12.5 5.7 100.0(78) 154.1

미술·체

육학원
11.8 52.9 17.6 11.8 5.9 -

100.0

(14)
136.2

<표 44> 미술·체육학원 입학금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미술·체육학원 비용 부담 정도

미술·체육학원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조금 부담’과 ‘매우 부담’포함)이 88.2%로 

대다수의 학부모가 미술·체육학원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유치

원이나 놀이학원에 비하면 싱대적으로 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정도

의 평균은 4.1점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4.2점)보다 낮았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다. 미술·체육학원 이용 이유

이용 이유로는 ‘차별화 교육’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능 소질 개발’(35.3%)

순이었다. 또한‘어린이집 유치원 정원 초과’로 인해 이용한다는 비율이 25%를 차지해, 

교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대체제로 미술·체육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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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2.3 9.2 56.3 32.2 100.0(87) 4.2

미술·체육

학원
- 18.8 50.0 31.3

100.0

(17)
4.1

<표 47> 미술·체육학원 만족도

구분
차별화

교육

재능

소질

개발

초등

학교

준비

자녀가

원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맘에

안들어

어린이

집

유치원

정원초

과

비용저

렴
기타 계(수)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52.3 15.1 4.7 4.7 10.5 7.0 4.7 1.2
100.0(8

7)

미술·체

육학원
41.2 35.3 - 11.8 5.9 25.0 - 5.9

100.0(1

7)

<표 46> 미술·체육학원 이용 이유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라. 미술·체육학원 만족도

‘매우 만족’이 31.3%, ‘대체로 만족’이 50.0%로 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미술·체육학원

에 매우 만족하였으나,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지 않고, 5점 척도에서 4.1점을 기록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다.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의 반일제 기관에 비해 저렴

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Ⅵ. 시간제 학원 실태

13)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 아이가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겼
다며 만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운동 에너지가 많은 아동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이 좋은 경험이 된다는 점, 남자 교사가 많이 있어 교사의 성비가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만족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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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분류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개수

외국어학원 42

예체능학원

음악 7

미술 58

무용 15

총 122

<표 48>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유아대상 시간제 학원 개수

1. 시간제 학원의 규모 및 운영 실태

1) 규모와 비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시간제 학원은 그 규모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된 바가 없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에는 서울

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정보(업체명, 교습시간, 비용 등)가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아대상 외국어학원과 예체능학원의 수를 파악해보았다.14) 

이러한 파악은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국적 파악은 어려우며,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

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전국

적 규모를 유추하기 위한 자료로는 사용 가능할 것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제외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이 월 3600분 미만만 집계.

자료: 학원·교습소 정보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은 총 122개로, 미술학원이 58

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외국어학원으로 42개, 무용학원 15개, 음악학원 

7개의 순이다. 

14) 외국어학원은 학원종류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분야구분에서 ‘국제화’, 교습계열에서 ‘외국어’, 
교습과정에서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를 선택한 후, 교습과목에서 ‘유아’를 입력하여 추출하
고, 예체능학원은 학원종류에서 ‘학교과교습학원’, 분야구분에서 ‘예능(대)’, 교습계열에서 ‘예능
(중)’, 교습과정에서 ‘음악’, ‘미술’, ‘무용’을 각각 선택한 후, 교습과목에서 ‘유아’를 입력해 추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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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GGE영어전문학원 1,193 160,000(1,111)

GnB영어전문학원 1,031 160,000(1,270)

정철어학원 주니어 205
160,000(2,100)

80,000(1,050)

YBM ECC 73 159,000(714)

원더랜드 45 229,000(1,134)

코리아폴리스쿨 41
600,000(2,940)

250,000(2,100)

메이플베어 11
360,000(1,512)

240,000(1,008)

정이조 주니어영어학원 5 290,000(1,120)

<표 49> 시간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반일제 이상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이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에 비해, 시간

제로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체능학원에

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미술학원인데, 이는 창의미술, 요리교실 등 미술학원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거나, 아동들이 주

로 이용하는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센터나 주민센터 

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15)

유아대상 시간제 학원에서 대표적인 영어 관련 프랜차이즈를 분원수와 비용을 증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원수 상위 4개 학원은 프랜차이즈가이드를 통해 분원수를 조사했고, 나머지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원수를 조사했음.

*GGE, GnB, 정이조 영어학원의 경우 유아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초등부 비용을 참고했음.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프랜차이즈가이드/www.fguide.co.kr), 각 업체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영유아대상 시간제 학원에서 대표적인 수학 및 탐구 관련 프랜차이즈를 분원수와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이와 관련해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원과 주민,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시간제 교육기관의 교과목별 이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체육이 가장 3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음악, 미술로 29%, 24% 수준이고 이어서 교구 프로그램 15.7%, 영어 7.5% 순이
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의 교과목별 이용 비율이 영어가 가장 높았던 것과는 대
조적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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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브레인스쿨 58 164,000(420)

아담리즈놀이수학 45

120,000(588)

160,000(840)

170,000(840)

씽크스퀘어 41

40,0002(10)

110,000(567)

330,000(1,890)

와이키즈 18

129,000(630)

157,000(756)

169,000(840)

<표 50> 시간제 수학 및 탐구학원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과목별 학원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체육

쿠쿠짐 23 (미공개)

짐슐레 5 (미공개)

짐아이덴 3 (미공개)

음악 야마하음악교실 20 85,000(735)

미술

요미요미 124
140,000(633)

130,000(575)

미술로 생각하기 123 (미공개)

발자국소리가 큰

아이들
9 170,000(633)

<표 51> 시간제 예체능학원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업체홈페이지,학원·교습소 정보

영유아대상 시간제 학원에서 대표적인 예체능 관련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업체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앞서 조사한 대표적인 영유아 대상 시간제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어학원의 경우 각 업체별 연령 및 특징과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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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대상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

GGE영어전

문학원

미취학(7세 )에서

초등 저학년 중 영

어의 기본을 터득

하고 유창성과 표

현력을 기르려는

학습자

FELP Kidz과정 : 어

법(듣기, 말하기)훈련

과정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기

초 음소 인식 및 파닉스 훈련을 한다.

-기본 문형과 연계된 학습을 통해 반

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어 문장을 자

연스럽게 학습한다.

-기본적인 파닉스 단어를 통해 파닉

스 반복 학습과 기초 문장 학습으로

실력을 다진다.

GnB영어전문

학원
kinder과정

-Alphabet&Phonics: 영어 읽기과 쓰기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

문자와 발음 원리 습득

-Speaking: 원어민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

감 배양

-Storybook: 영어어법공부, 영어를 언어와 문화로 동시에 습득

정철어학원

주니어
유치부

Story를 통해 상황속에서 언어를 익히게 하고 역할극이나 게

임 또는 직접 몸을 움직여하는 놀이활동 등.

서강 SLP

일반 유치원 수업

후 오후에 전문 영

어교육을 희망하는

7세 유아

ECIP(Early-Childhood

Intensive Program)

-유치원과 연계된 익숙한 주제 선정

-초등과정과 연계학습

-다양한 영역의 선택과목

원더랜드 6~7세 Preschooler Regular

-주3일, 2교시 진행

-한국인/외국인 담임교사

-듣기 말하기 및 진도에 따른 읽기,

쓰기 수업진행

정이조

주니어영어

학원

7세 WING 프로그램

-W: 영어 소리와 문자에 익숙해지기.

영어수업에 적응하기

-I: 영어문장 말하기에 익숙해지기. 영

어연극으로 표현력 극대화

-N: 영어로 배우는 교과목 학습으로

어휘력 및 사고력 향상. 다양한 컨텐

츠를 Summary하여 영어로 발표.

-G: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영어로 말

하기.

<표 52> 시간제 영어학원 대상, 프로그램과 구체적 내용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언급한 영어 전문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초등영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중에

서는 6~7세반이 대부분이다. 

수학 및 탐구학원의 경우 각 업체별 연령 및 특징과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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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학원명 대상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

<표 54> 시간제 영어학원 대상, 프로그램과 구체적 내용

학원명 대상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

브레인스쿨 20개월~초등2학년

-사고력영역 다빈치

프로그램

-탐구영역 아인슈타

인 프로그램

-수리영역 가우스

프로그램

사고력, 실천적 응용능력, 수리적 창

의성과 표현능력 등의 향상을 이끌어

냄.

아담리즈놀

이수학

24개월~ 초등 저학

년

-놀이수학: 학습 친화력 및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구

놀이활동(3~5세)

-논리수학: 논리적 사고력 발달 및 초등 수학을 대비하는 교

구 놀이활동(6~7세)

-영재수학: 창의적 사고력 발달 및 특목고를 대비하는 교구

놀이 활동(초등 저학년)

씽크스퀘어 3~8세

-Base Course: 습득된 지식의 활용 기초 단계 (3, 4세)

-Standard Course: 창의적 사고력 자극 단계 (5, 6세)

-Deepening: 종합적 사고력 심화 단계 (7, 8세)

-Deepening Plus: 국가 영재원 기출 문제 유형의 창의˙논리

프로젝트

와이키즈 4~7세

-4, 5세 과학 통합

수업

-6, 7세 수학 수업

-6, 7세 과학 수업

-7세 문제해결형 수

학 수업

본 활동책, 그림동화책, 영상교재 등

의 교재, 구체물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학, 과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영재

성 계발

<표 53> 시간제 수학 및 탐구학원 대상, 프로그램과 구체적 내용

자료: 각 업체홈페이지

수학과 과학의 통합형태의 창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영재교육원 형태의 학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브레인스쿨은 한솔영재교육원, 와이키즈는 와이즈만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 브레인스쿨이나 아담리즈놀이수학의 경우 20~24개월 영아 대상 프로그램부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체능학원의 경우 각 업체별 연령 및 특징과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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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쿠쿠짐 영유아
연령별, 시기별 운동성

향상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Klabel,

Klein)

-친구와 함께(Mighty,

Kids, Kinder)

짐슐레 6개월~13세

6개월~36개월 영아: 4단계의 놀이 프로그램

4세~7세 유아: 4단계 움직임 프로그램

6세~13세: 축구, 농구, 인라인 등 스포츠 프로

그램

짐아이덴 9개월~아동

Mom & Kids Class: 소도구 등 교구를 이용한

놀이

Myself Class: 신체적성놀이와 기초 운동 등

유아체육: 드리블, 패스, 슛, 트래핑 등 기초기

술 익힘

음악 야마하음악교실 만2세~초등 피아노, 플롯, 클라리넷, 색소폰, 바이올린 등

미술

미술로 생각하기 만1세~만5세

만1, 2세: 오감자극, 미술놀이

만2, 3세: 체험중심, 재료탐색

만3, 4세: 상징표현, 매체활용

만4. 5세: 사고확장, 창의표현

요미요미

Performence Play : 월 2회

Cooking Play : 월 1회

Fairy Tale Play : 월 1회

발자국소리가 큰

아이들
30개월~13세

유아미술교육프로그램: 30개월~48개월 대상

발자국 프로그램: 5세~13세 대상

고학년프로그램: 10세 이상

자료: 각 업체홈페이지

체육학원의 경우 연령별, 시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영아의 경우 엄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미술학원의 경우 미술로 생각하기, 요미요미, 발자국소리가 큰 

아이들 모두 미술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통합놀이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학

원은 6개월, 미술학원은 30개월 영아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 등, 학원이 대상으로 하는 연령

층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간제 학원의 이용 실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서문희 외, 2012)에

서는 유아대상 학원을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교육기관으로 분류하고, 시간제 교육기

관에 학원, 공공기관, 사회문화센터 등을 포함시켜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차성현 외, 201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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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

0.6 3.4 5.7 9.4 22.7 50.2 258명

<표 55> 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률

유아대상 학원에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학원을 구분하지 않아 역시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만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서문희 외, 2012)에서 조사한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에서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제 학원 이용률 

사설학원을 다니는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해 5세아의 50.2%, 즉 과반수 이상이 학원

을 이용한다.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시간제 학원 월평균 비용

월평균 비용은 14만 2천원으로, 최대로는 64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득대비 비율

은 평균 4.1%, 지출 대비 비율은 평균 5.0%였다.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소득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142.4 87.0 33.0 640.0 4.1 2.8 0.7 28.6 5.0 2.9 1.1 21.3

<표 56> 시간제 학원 월평균 비용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Ⅶ. 나가며

전반적 영유아사교육 중에서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원을 비롯한 영유아학원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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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교육적 효과나 아동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영유아사교육포럼 3차 토론회가 영유아학원의 실태에 

대해 면밀히 살피며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발제문은 영유아학원

에 관해 조사하면서 가진 질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질문1.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2)의 연구에서 영어유치원의 만족도가 기타 반일제 

학원에 비해 가장 낮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2 영어유치원의 인기가 하락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는 무엇으로 분석 가능한

가. 

질문3.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놀이학원은 학부모에게 영어유치원의 대체재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영어유치원의 전단계로 인식되는가.

질문4. 창의·전인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영어학습의 비중이 큰 놀이학원의 유행은 무엇때문

인가. 놀이학원이 주도하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질문5.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에서는 영어 과목 이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

데, 시간제 학원에서는 왜 예체능 과목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가. 기관에 따른 과

목별 이용비율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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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직 유아영어학원 교사 인터뷰

전직 유아영어학원 교사를 대상으로 학원 운영과 진행 방식, 학습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목동지역 영어학원에서 4년간 

근무한 N교사와  분당지역 영어학원에서 4년간 근무한 L교사, 은평지역 영어학원에서 1년

간  근무한 K교사다.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반 구성에 대해 

“한국인 담임이 있고, 외국인 보조교사, 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 예체능 같은 걸 

가르치는 보조교사, 이렇게 4명이 있어요. 한 반에 들어가는 교사가. 하루에 5차시 수업을 

하면 한국인 담임 2차시를 맡고, 나머지 보조교사들이 1차시씩 맡았어요. 한국인 담임은 주

로 외국에서 살다온 교포거나 유학 경험이 있거나 테솔을 땄거나 하는 이들이었고, 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는 한글이나 미술 같은 걸 한국어로 가르쳤죠. 예체능 선생님은 뮤

지컬영어나 오르다 같은 거..”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한 반에 10명 좀 안되게 있고, 5명이 있어도 원하면 반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원어민 담

임이 있고,  원어민, 한국인 부담임이 한명씩 있었어요. 한국인 부담임은 수업은 거의 안하

고, 파닉스 같은 건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

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캐치가 빠르니까, 원어민은 얘가 뭐가 어려운건지 잘 파악을 못하니

까요. 파닉스 같은 건 한국인이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원어

민이 수업해요. 한국인 부담임은 수업에 관여하거나 일종의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죠.” 

(분당지역 영어학원 근무 L교사)

“한국 담임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한분씩 들어가시고요. 수업을 반반씩 진행했어요. 

그 외에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과목들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한번씩 오셔서 수업하셨고

요.” (은평지역 영어학원 근무 K교사)

2. 원어민 강사에 대하여

“원래는 대학졸업자를 선호하는데요. 사실 저희 원은 초창기에는 급하니까 아무나 막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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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대학생 1, 2학년도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규모 적은 데는 별

의별 사람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자의 경우는) 워킹비자를 받아서 와야하는데, 사실 

원어민 강사들은 그만두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비자로 일단 들여보내고 3개월에 한번 내보내서 연장하고.. 그러더라

고요. 비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교육전공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철학 전공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테솔 등의 

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북미쪽 교육전공자인 젊은 여선생

님을 선호하는 거 같은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비자는 어떤 식으로 

받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당지역 영어학원 근무 L교사)

“전공이 교육쪽이신 분들은 사실 못 봤구요. 다 다른 전공, 체육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

랬어요. 원어민을 연결해주는 전문 에이전시 같은 곳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곳을 통해서 

원어민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어민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교육 전공자이

거나 교육 경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주로 외국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라서 많이 놀고.. 그러는 걸 보기는 하죠.”(은평지역 영어학원 근

무 K교사)

3. 영어 교과 교수 방법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원마다 교수 방법은 다 다른거 같아요. 저희 원은 좀 학습적인 스타일

이었어요.. 많이 연습시키고 많이 쓰게 하고 외우게 시키고...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죠. 근

데 저희 원은 원어민 시간이 다른 원보다 적었으니까, 원장님 마인드는 한국인이 학습을 

더 잘 시킨다, 뭐랄까 더 효율적이다, 원어민은 그냥 놀아주는 거고 배운 거 써먹게 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원어민은 데려오면 비싸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

래서 한국어 교사가 들어가는 시간에는 거의 학습식으로 가르쳤어요. 다른 원은 원어민 강

사가 반 한국인 강사가 반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아니면 원어민 강사가 100%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단어 쪽지 시험 같은 건 안봤어요. 원어민 교사 성향에 따라 교수 방법에 차이는 있죠. 

교재로 미국 교과서를 주로 쓰는데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외우게 하지는 않고, 여러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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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이에요. 좀 과하다 싶었던 부분은... 6살은 미국교과서 1학년용을, 7세의 경우 미국

교과서 2학년용을 가르쳐요. 6살은 그나마 괜찮은데 7살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분당지역 영어학원 근무 L교사)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교재 의존도가 높아요. 저는 W영어유치원에 있었는데(분원수

를 많이 보유한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만든 교재들이 많거든요. 파닉스나 그런 

교재들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죠. 쓰고 연습하고 이런 교재들... 그리고 만들기 같은 활동도 

교재를 이용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조카가 지금 유

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을 보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게 많은 데 비해서 영어유치원은 그런 

제한이 좀 많은 거 같고요. 일단은 영어를 해야 하고... 부모들이랑 상담을 하면,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영어가 얼마나 늘었나... 늘고 있나... 그런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죠.” (은평지역 영어학원 근무 K교사)

4. 수학, 과학 등 기타 교과 교수 방법에 대하여 

“사실 말이 수학이지 간단한 수준이에요. 원, 투, 쓰리... 이런 거 아님 교구 다 있어서 만드

는 거. 그냥 노는 거죠. 과학도 실험하고 만들고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수학, 과학

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수학은요. 미국교과서가 수학 개념이 한국에 비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선행학습이 많이 되어서 연산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로 수학을 진행하더라도 생각만큼 어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주로 수의 개념을 비교한다든지 

길이를 직접 잰다든지 활동 중심으로 하고,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풀어서 쓰는 거. 그런 

건 영어지문이 기니까 좀 어려워하죠. 과학은 거의 실험 중심이고 개념을 적용해서 만드는 

활동들이 주였어요. 역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당지역 영어

학원 근무 L교사)

“배우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덧셈 뺄셈 같은 것들... 대부분 학습지나 그런 걸

로 수학도 배운 애들이 모이고 패턴 찾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래

도 힘들어해요. 재미없다고 말하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요. 주로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데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지문 같은 거 읽는 것도 부담되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다양하게 교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교재를 펼쳐놓고 하게 되요.” (은평지역 영어학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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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사)

5. 학습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사실 대부분 애들이 영어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어하면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생

각없이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배아파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애들도 

있죠. 제일 심했던 애가 영어 노이로제 걸린 애가 있었는데.. 6살에 우리 원에 오면서 처음 

영어 배운 애에요. 높은 반 자리가 남아서 무리해서 월반을 시킨 거죠. 그반 선생님도 욕심

이 많은 선생님이었고. 애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노이로제가 걸려서 영어의 영자만 들어

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영어를 싫어하게 된 거에요. 결국 그만뒀나 그랬던 거 같아요. 

사실 어디든 선생님에 따라 좌우되는 게 커요. 근데 영어유치원은 사실 유치원이 아니잖아

요. 그래서 자질이 안되는데 외국 갔다왔다, 살다왔다, 이래서 그냥 고용하는 경우 많아요. 

성격적으로나, 애정이나, 유아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거...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도 한국인 

선생님이 있으면 애들은 아무래도 한국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말이 통하니까. 

근데 교육 전공도 아니죠, 유아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게 없죠, 영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

로 고용이 되는 거에요. 사실 교포 중에는 막 살다 온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교포

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죠. 발음이 좋으니까. 근데 애들 케어는 못해요. 

사실 영어유치원 2년에서 3년 다니면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시

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또 해야해요. 안그러면 까먹으니까. 오전내내 영어만 하다가 초등학

교가면 한국어만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가자마자 주5일 2시간씩 초등부를 또 보내야해

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애들은 학교갔다와서 밥먹고 다시 와서 2시간

동안 영어해요. 초등부에서는 미국교과서로 가르치는데, 그걸로 배우죠. 

그리고 영어유치원도 7살 이런 애들은 좀 괜찮은데... 5살 이런 애들은 거의 수업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때는 개월수 조금만 차이나도 엄청 큰데, 완전 애기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영어

로 수업하자고 하면 계속 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린 애가 적응하기는 더 어려운 환

경이에요.“ (목동지역 영어학원 근무 N교사)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10명 중에 반 정도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다고 봐요. 나머지 반 정도는 의사표현은 어려워도 이해는 어느정도 가능하고요. 사실 부작

용은 어떤 담임교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교육은 다 그렇겠지만.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는데요, 교사의 케어가 되면 괜찮아요. 

영어유치원에 있어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데, 못 따라오는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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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 실제로 부모가 그만두겠다

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영어영재라며 과하게 기

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적응

할 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4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적응하면 잘 지내고, 저는 

제가 아이들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근무하던 교사 중에도 어떤 분은 내 아이는 영어유치원에 안보내겠다는 분도 있었어

요. 사실 저는 다른 부분들은 괜찮았고, 괴로웠던 부분은, 수업료가 비싸다는 점이 교육 불

평등이라는 면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죠.“ (분당지역 영어학원 근무 L교사)

“지금은 일반 영어학원에 있는데 영어유치원에 다녔던 애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근

데요, 영어유치원 출신 애나, 늦게 시작한 애나, 다 같은 반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영어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쌓아온 시간의 절대량이 있으니까 차

이가 아예 없다고 말하면 안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아요. 제일 큰 

거는, 영어유치원 다닌 애들은 아무래도 재미없어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힘들었던 점은 저는 영어교육을 전공했는데 어린 애들은 사실 보육이나 성장과정에 

대한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교사들이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거

든요. 저처럼 영어 전공자나 아니면 아예　관련없는 전공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달과정이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데, 도움을 못주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학부모들은 다른 일반유치원에 보내는 교육적 효과를 포기하면서 이 원에 보내는 거다, 그

리니까 그만큼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얻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

었어요. 근데 가르쳐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영어로 얘기해라’ 자꾸 그러니까 ‘영어 하기 

싫어요’ 그래요. (교사 면접 때문에) 강남에 있는 비싼 영어유치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100% 원어민 수업만 있었구요. 교실이 통유리로 되어있는데 통유리 밖에서 한국인 

교사는 지켜만 보다가 애가 울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면 그때 들어가요. 그런 데는 아이

가 영어 표현이 안되면 심리적 압박이 크겠죠. 그런 곳은 수업 장면을 다 찍어서 엄마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은평지역 영어학원 근무 K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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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유아영어학원에서 일어나는 수업 내용 발췌

유아영어학원에서 일어나는 수업 내용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으나, 캐나다 멕길 

대학에서 한국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송인자, 2006.)으로 연구한 것이 있어 인용한다. (이병

민, 2009년 영어사교육포럼 제1차토론회 발제문 중 재인용) 

<예 1>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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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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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논찬

영유아학원의 실태에 관한 논찬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

- 82 -



반일제로 운영되는 영유아학원의 한계 인식하기(김대욱)

- 83 -

제2논찬

반일제로 운영되는 영유아학원의 

한계 인식하기

김대욱(신구대 유아교육과 강사)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아대상 학원들은 영어학원, 놀이학원, 미술 및 체육 학원의 3가지 분

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o 일과 운영의 문제

유아대상 학원들의 일과 운영에는 원칙이 없다. 유아대상 학원들은 특히나 파견강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항상 학원

에 근무하는 강사들에게 시간을 배정한다. 유아들의 하루일과를 고려할 때,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이 1:1의 비율로 돌아가면서 배치되는 것이 유아들의 발달 제 영역들을 위해 

적합하다. 그런데, 강사들의 시간에 맞춘 일과 운영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 유아대상 학원들

의 일과는 대개 정적인 활동이 배치된다. 동적인 활동이 많이 배치되지 않은 학습위주의 

일과 운영은 유아들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떨어뜨린다. 또한, 유아대상 학원들은 일과가 정

해져 있는 단점이 있다. 탄력적인 일과 운영은 어렵다. 이는 무조건 유아들이 학원의 일과

운영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으로 연결된다.

o 공간의 문제

많은 경우에 10명 내외의 학급편성과 5평 내외의 교실 공간을 갖추고 있다. 1인당 교육공간

은 턱없이 부족하다. 유아교육기관 중에서 유치원(15평/20명 내외, 20평/40명 이내), 어린이

집(1인당 4.29m2의 보육면적)이 요구되는 것과 비교된다. 대부분의 유아대상 학원들이 실외

놀이터나 강당을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공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어

학원은 놀이공간이 거의 없지만, 놀이학원은 그나마 GYM실을 갖춰서 체육활동이 가능하기

는 하다. 하지만, 외부놀이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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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아대상 학원은 인가기준에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원들이 미술학원, 영어학원, 종합학원 중 어떠한 학원으로 인가를 내느냐에 따라 정원수

가 결정된다. 다만, 영어학원으로 낼 때는 책걸상 숫자가 필요하며, 미술학원으로 낼 때는 

이젤 개수, 조각품의 개수가 필요하고, 음악학원으로 낼 때는 악기의 개수를 따지게 된다. 

당연히, 유아대상 학원을 위한 다른 인가조건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o 소그룹 학급 편성

5평 내외의 교실공간의 10명 내외의 아이들은 대그룹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

과운영도 빠듯하게 진행된다. 아이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한다. 유

아들은 대그룹, 소그룹 활동을 균형있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소

수만을 위한 수업만을 경험하면서 유아기에 형성해야할 중요한 대인관계기술을 제대로 습

득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아교육기관에서 15평 이상의 교실에서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에 비교된다.

o 교사의 문제

학원법에 의거 유아대상학원의 강사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경력을 가지면 된다.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도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전공이수 여부이다. 학

원법에 의거해서 전문대학의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졸업만 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실제

로 유아대상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서 유아교육에 대해 접해보지 않은 교사들도 많

이 있다. 여기에, 유아대상 학원의 차량교사는 무자격 아주머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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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논찬

영유아학원의 실태에 관한 논찬

양지영(전 영어유아학원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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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논찬

영유아학원의 실태에 관한 논찬

안순아(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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