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비예산

세부사업명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안전점검률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1. 목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보를 통한 안전 강화

2.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교육지원청)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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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안전점검률 70% 70% 80% 80% 90% 90% 100% 100%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안전점검률

점검개소수/
점검대상 개소 수

100%
(422/422) 100% 100%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 비예산 

   ※ 놀이시설 안전점검비 및 소규모 유지보수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 단, 안전점검 불합격 판정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체 시급 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별도 예산 확보함

4. 추진실적 및 성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 동부교육지원청(총 161건): 유치원 101개, 초등학교 57개, 특수학교 2개, 외국인학교 1개 

    - 서부교육지원청(총 261건): 유치원 158개, 초등학교 97개, 특수학교 5개, 학원 1개 

  ❍ 월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철저 공문 안내 

    -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유효기간 도래(3개월 이내) 시설 대상 중점 안내

  ❍ 월별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 시 각종 서류 및 기재사항 미흡한 놀이시설에 법정

서식 구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숙지 안내



5. 우수 사례

  ❍ 어린이놀이시설 노후화 및 파손 시 점검 후 즉각적 조치 실시 

학교급 지원시설수 조치 학교 지원액 (단위:천원)

유치원 9개소

산정초병설유, 평동초병설유, 금당초병설유, 광
주학강초병설유, 마지초병설유, 광주중흥초병설
유, 광주우산초병설유, 매곡초병설유, 양산초병
설유

96,883

초등학교 18개소

광주봉주초, 신암초, 어룡초, 월계초, 광주효덕
초, 유안초, 무학초, 미산초, 대반초, 봉산초, 
산정초, 성덕초, 광주대성초, 동림초, 매곡초, 
광주산수초, 광주용봉초

109,385

합 계 27개소 206,268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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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20.7.3.)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21.1.18.)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지적사항(점검대장작성, 시스템 현행화, 정기검사 

합격표시 부착 등)를 즉시 시정 조치토록 개선함. 

8. 향후 추진계획

  ❍ 노후시설 및 보수가 필요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 매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홍보 및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통

계를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히 하겠음.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계획에 따른 현장 방문 점검과 시설 개선 안내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주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설수연(380-4871) 담당자 선미선(380-4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