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치원 서면평가 결과 보고서
유치원명
영역

서울마곡유치원
평가지표

영역 종합의견

평가결과

바깥놀이터에 있는 작은 정원과 위험한 공간을 나무
울타리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등 실내·외 시설이 유
3-1. 안전한 시설설비와
쾌적한 공간(3)

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비되어 있으며, 실내공
간의 적정 온도 유지, 채광과 조도를 위한 교실 내
선팅지 부착, 블라인드 설치, 온습계 설치, 공기 청정
기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유지 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 제공과 식품 알레르기
사전조사를 하여 모든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

Ⅲ.
안전하고
쾌적한

3-2.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급·간식 환경(2)

간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 시 유통기한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고, 보존식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과 연계를 위하여 월별 영양

교육
환경 및

교육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아를

유아의 질병 및 상해 관리를 위하여 입학 전에 응급

위한

처치 동의서를 받고, 투약의뢰서 관련 관리를 잘하

건강 ·
안전

3-3. 유아와 교사를 위한
건강 및 안전 증진(3)

우수

고 있으며, 구급상자에도 응급처리 관련 용품을 구
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교
직원의 정기적인 검진, 연1회 결핵검사,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있으며, 유아들은 물론 교직원의 안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원을 위하여 매일 교통안전 교육을 실
시하며, 유괴나 유사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원 시 보호자 인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이

3-4. 안전한 등·하원(2)

할 경우 안전하게 파악 후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직원 폭력 예방교
육을 하며, 유아들을 대상으로도 성폭력 및 유괴예
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평
유아 발달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하며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간식 제공과 관련하여 보존식 관리 등을 규정에 맞춰 잘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교사를
위한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잘 되어 있고 교사들의 검사 이행 등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하여 교통안전,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