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석면 제거 및 운동장(트랙) 위해요소 철거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19.5%

세부사업명
학교 석면제거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1%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완 료 191.6%

1. 목적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 체육시설을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도모

2. 주요내용

  ❍ `18∼`27년 석면해체·제거 중장기계획 중 `21년까지 석면해체·제거 공약사업

  ❍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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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석면제거 116,797㎡ 116,797㎡ 95,851㎡ 212,648㎡ 16,208㎡ 228,856㎡ 77,446㎡ 306,302㎡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2교 2교 4교 6교 3교 9교 3교 12교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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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석면제거 석면 제거면적 66,376㎡ 309,439㎡ 85.7%
92.85%

101%
146.3%

완 료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교체 학교 수 2교 23교 10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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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58,817 16,279,162 4,221,950 13,063,462 47,323,391
계 13,758,817 16,279,162 4,221,950 13,063,462 47,323,391



※ 19년. 운동장 교체 및 석면제거 사업비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 집행비율 차이 발생

4. 추진실적 및 성과

  ❍ 학교 석면해체·제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계

면 적 112,309㎡ 113,574㎡ 17,180㎡ 66,376㎡ 309,439㎡

학교수
26교 17교 13교 14교 70교

(초8,중8,고10) (초11,중3,고3) (초1,중6,고6) (초10,중2,고2) (초29,중19,고21)

  ❍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 2018년 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 교체사업 완료: 일곡초, 진제초

    - 2019년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공․사립학교 19교(초4,중5,고10교)를 마사토 운동장 교체사업 대상으로 선정 

후 예산 교부, 교체사업 완료 예정

    - 2020년 예산 명시이월 공립학교 3교(중2, 고1)에 대한 마사토 교체사업 완료

    - 2021년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분 초과 검출학교 0교

    - 2021년 내구연한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 교체: 성덕초, 장덕고

5. 우수 사례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사업 세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8.7.5)

   - 석면 잔재물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작성, 2027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 등

  ❍ 석면해체・제거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 석면안전성평가등급 적격심사에 반영하여 등급 높은 우수업체 제거 추진

    - 공사 착공 전,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대상 공사 설명회 개최

    - 석면 철거 전, 집기류 이사 시행 및 청소 절차 강화

    - 석면 철거 과정별 모니터링단 점검으로 석면잔재물 발생 최소화

  ❍ 석면조사보고서 재검증 완료로 오류검증에 대한 보고서 신뢰 확보

  ❍ `21년부터 석면 사업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조기 집행률 향상 기대 

  ❍ 19년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교체를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신청·확보

하여 교체 완료

  ❍ 2021년 유해성 검사 결과 전체 적합으로 2019년 대비 약23억원 예산 절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6,203,750 1,782,000 7,985,750
자치단체(시,구)

자  체 7,555,067 24,318,360 3,721,950 12,976,083 48,571,460
계 13,758,817 26,100,360 3,721,950 12,976,083 56,557,210

확보비율(B/A) 100% 160.3% 88.2% 99.3% 119.5%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5,394,612 1,055,418 507,493 6,957,523
자치단체(시,구)

자  체 6,917,213 19,032,529 3,198,400 11,628,042 40,776,184
계 12,311,825 20,087,947 3,705,893 11,628,042 47,733,707

집행비율(C/B) 89.5% 77.0% 99.6% 89.6% 84.4%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2018~19년 45 4
2020년 4 1
2021년 7 2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석면해체·제거 중장기 계획 변경

    - 코로나19로 인한 `20년 계획 물량 조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 수립, 석면감리 업체 

수의 부족에 따라 중장기 계획 변경 필요하여 `21년 5월 중장기 계획 변경 

  ❍ 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 교체

    -「광주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및관리 조례」에 따라 19년 상반기(2년주기)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실시→ 하반기 마사토 교체사업 진행

    - 당초 예산액만으로는 대상학교 전체를 교체할 수 없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진행

  ❍ 19년 유해기준 초과 검출 학교 중, 해당학교 사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 교체사업 완료 불

가한 학교는 20년으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마사토 교체사업 완료

  ❍ 유해성분이 초과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해야 하고, 공사 

기간 중 정상적 교육활동이 제한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비효율성이 수반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재 보충 및 분말 세척 등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컨설팅 실시

8.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학교 공사감독 철저

  ❍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조잔디에 대한 친환경 마사토 교체 수요조사 및 교체사업 예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23년에도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실시 및 안전 확인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코로나19와 석면감리인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사업물량 조정과 중

장기 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응하며 ̀ 2027년까지 전체 무석면 학교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체육시설 안전 확인을 통한 학생 건강권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2021년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 전체 적합으로 

2019년 대비 약 23억원 예산 절감

주관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담당 곽남기(380-4180) 담당자 조상우(380-4183)

협조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체육·보건교육담당 지혜란(380-4391) 담당자 윤연성(380-4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