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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연혁
연월일 연     혁

2002.  4. 17. 광주교육시설감리단 설치 승인
2002.  5.  7.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한 설립(제3127호) 
2002.  7.  1.  광주교육시설감리단 신설 

2011.  3.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451호)
  - 명칭변경(광주교육시설감리단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 하부조직 개편(감리1과, 감리2과 → 감리과, 시설협력과)

2012.  1.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463호)
  - 하부조직 개편 ‘시설지원과’ 신설(감리과, 시설지원과, 시설협력과)
  - 제2대 최지상 단장 취임

2012. 11.  5.  이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신창동 999-9)]
2014.  1.  1.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제3대 이우기 단장 취임



감리과 시설지원과 시설협력과
․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 인사·복무 및 상훈
․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 물품 및 재산 관리
․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 관급자재 검사 및 수불
․ 각급학교 공사 감독(동구, 북구

지역)
․ 자재검수, 하도급 및 설계변경

에 관한 사항
․ 시공 상세도면 및 준공설계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재해방지대책, 품질, 안전 및 환
경 관리 지도감독

․ 각급학교 공사 감독(서구,
남구

 지역)
․ 자재검수, 하도급 및 설계변경
에 관한 사항

․ 시공 상세도면 및 준공설계
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재해방지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공사감독 및 공사추진공정
에 관한 업무

․ 시공평가 및 하자점검업무
․ 서구, 남구지역 각급학교 시
설유지 보수, 설계검토, 공사 
지도감독, 준공확인검사

․ 각급학교 및 기관의 공사 
감독(광산구지역, 교육청 
및 직속기관)

․ 자재검수, 하도급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 시공 상세도면 및 준공
 설계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재해방지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공사감독 및 공사추진공정
에 관한 업무

․ 시공평가 및 하자점검업
무

․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광산
구지역 각급학교 시설유지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단 장

감 리 과 시설지원과 시설협력과

    2) 직원 현황                                            (2014. 4. 1.기준)

구분 4급
시설
공업 시    설 공    업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정원 1 3 9 3 1 4 2 1 24
현원 1 3 9 1 1 4 2 21
구분

행    정
소계 합계6급 7급 8급 사무

운영
전기
통신

시설
관리 운전

정원 1 1 1 1 2 4 1 11 35
현원 1 2 1 2 3 1 10 31

    3)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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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과 시설지원과 시설협력과
․ 공사감독 및 공사추진공정에 
 관한 업무
․ 시공평가 및 하자점검업무
․ 동구, 북구지역 각급학교 시설

유지 보수, 설계검토, 공사 지
도감독, 준공확인검사

보수, 설계검토, 공사 지
도감독, 준공확인검사

․ 기자재(시설장비포함) 수
리

 정비 및 관리

  다. 예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327 1,067 632 496

    2) 시설 현황                                                (2014. 4. 1.기준)
구분 면적(㎡) 항목 내용 비고
토지 28,018 대지 대지

건물 10,026

4,514 관리·강의동 센터3, 노동조합3 포함
758 대강당 497석
  31 안내실 정문
2,315 특수교육지원센터 1동(3층)
2,408 생활관 용연학교   

2.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체제 구축 
개       요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성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공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기술 관리를 통한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을 예방하고, 시설사업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준공된 학교시설물 중 하자책임기간 내 시설물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자가 순회점검을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체제 구
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자체시공평가제도 운영
   자체 시공평가는 신설학교 및 기관 등 50억원 이상의 학교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공정률 50%와 90%때 총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총 14명
으로 위원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각 위
원들이 작성한 평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후,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 및 개선·건의사항은 현장감독업무와 다음 설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학교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 ������ ��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실시학교 비 고
2011년 중간평가(50%) 선운초, 선운중, 성덕고, 광주교육연수원최종평가(90%)
2012년 중간평가(50%) 은빛초, 선우학교최종평가(90%)
2013년 중간평가(50%) 새별초, 효천초, 신용중최종평가(90%)

2014년 중간평가(50%) 건국초, (가칭)수완4중, 효광초, 방림초, (가칭)광주학생 임해
수련원 예정

최종평가(90%) 건국초, (가칭)수완4중, 효광초, 방림초 예정
계 14교

    공사감독 추진 실적
   2011∼2014년까지 신설학교 총 13교(특수1, 유1, 초6, 중3, 고2) 공사감독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개교를 앞둔 건국초, 2015년 3
월 개교 예정인 (가칭)수완4중, 2016년 개원을 앞둔 광주학생 임해수련원 등이 현재 공
사 진행 중이다. 기존 교지 내에 낙후된 교육시설을 철거하여 현실적 시설요구와 기능성
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본래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자연과학고, 2013년 송학초 교사 재배치 공사를 완공하였다. 현재는 효광초, 방
림초 증축 및 재배치 공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주월초, 송정서초 재배치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증축공사, 기타시설 및 개·보수 공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함으로써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 ���� ��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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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 신축공사 재배치공사 증·개축공사 보수 및 
기타시설공사

2011년 5 1 24 69
2012년 3 18 63
2013년 2 1 15 73
2014년 5 6 19

계 15 2 63 224

    준공시설에 대한 하자검사 충실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최종 하자검사를 실
시하였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되면 분야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2011년 7
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2014년 1건의 하자처리를 실시하였다.

  성과 및 전망

   학교시설공사 자체시공평가를 운영함으로써 시공회사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시설
공사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그리고 시공평가 결과 및 개선점을 현장감독 및 설계에 
반영하여 학교시설공사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한 각종 교육시설공사의 설계업무
와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학교시설지원단에서 직접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시
설사업 효율성을 높였고, 시설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준공된 학교시설물 중 하자책임기간 내 시설물에 대하여 분야별 담
당자가 순회점검을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자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학교시설공사 지원 및 기자재 수리 ․ 정비 활성화
 개       요

   각급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시설공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일선 학교 시설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시설공사를 지원하였다. 각급 학교별 냉·난방 실내기의 세척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 예방을 위
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멀티시스템 3종의 교육



기자재를 수리·정비하여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학교시설 공사 맞춤형 기술 지원 및 만족도 제고
   공·사립학교 및 직속기관 500만원 이상 자체예산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지원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팀 단
위 지역별 학교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평가결과를 피드백 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 현황]� �

                                                                (단위 : 건)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직속 소계 비고

2012년

설계검토 136 101 62 5 1 305
공사감독 128 119 39 7 1 294
준공검사 71 67(3) 29(13) 4 1 172(16

) (입회)
계 335 287 130 16 3 771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직속 소계 비고

2013년

설계검토 1 83 61 88 1 7 241
공사감독 2 61 31 32 2 7 135
준공검사 2 58(4) 37(9) 50(23) 2 7 156(36

) (입회)
계 5 202 129 170 5 21 532

2014년

설계검토 71 30 45 3 149
공사감독 65 16 16 3 100
준공검사 67(2) 19(5) 25(12) 3 114(19

) (입회)
계 203 65 86 9 363

합계 5 740 481 386 21 33 1,666
※ 2011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행방안에 따른 시설업무개선 방안으로 2012

년부터 실시

    교실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각급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 실내기의 열교환기, 필터 등 내부 세척을 실시하여 학교
의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냉·난방 실내기 세척사업은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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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총 116교, 8,463대의 냉·난방기를 세척하였다. 학교시설지원단에서 직접 세
척사업을 주관하여 용역 감독 및 검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교실환경은 물론 냉·
난방기의 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다.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계고 중 고 특수 

및 기타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세 척  학 교 9 33 43 7 8 6 4 110
세 척  수 914 2,249 3,297 357 738 439 469 8,463

[냉 ․��� �� 현황]
       (단위 : 교, 대)

 ※ 2013년도부터 단위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직접 냉·난방기 세척 및 관리 실시

    기자재 수리정비 내실화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를 통하여 각급학교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리로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자재 수리정비 내실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도 수리 정비 품목 수리 정비 실적 예산 절감액
2011년 프로젝션 TV외 2종 4,229 239,570
2012년 프로젝션 TV외 2종 1,458 104,232
2013년 프로젝션 TV외 2종 1,357 90,106
2014년 프로젝션 TV외 2종 675 45,100

계 7,719 479,008

  성과 및 전망

   학교지원업무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시설업
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의 
냉·난방 실내기 내부를 분해 세척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
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교육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리를 통하여 교육활동 지원 및 각



급 학교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속한 예방점검과 수리정비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스마트 스쿨 솔루션 환경에 적응하고 기자재 수리정비 내실화를 위해 노
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고품질 시공 및 시설 안전강화
 개       요

   교육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공사 관리 및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
양한 자체연수 및 교육,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
설공사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별 총 2회 현장의견 청취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현장내 공종별 공정회의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하고 더 나은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공사 재해예
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계절별 재해예방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건
설 재해예방 및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고품질 시공을 위한 사전예방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자재나 신기술 공법 
등을 습득하여 시설공사에 반영하고자 자체 직무연수 및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시설공사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설 
및 증․ 개축공사 중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는 시설공사는 현장의견 청취반을 통해 현
장대리인과 예산 및 계약, 설계변경 등 공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함으
로써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 �� 현황]

연도별 구 분 실시학교 비 고
2011년 공사초기·완료단계 선운초, 선운중, 성덕고, 광주교육연수원
2012년 공사초기·완료단계 은빛초, 선우학교
2013년 공사초기·완료단계 새별초, 효천초, 신용중

2014년 공사초기단계 건국초, (가칭)수완4중, 효광초, 방림초,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예정
공사완료단계 건국초, (가칭)수완4중, 효광초, 방림초 예정

계 14교



제10절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재해예방 및 시설안전점검 강화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4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매년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재해예방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시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
관과 함께 안전관련 직무교육을 2011년 1회, 2012년 2회, 2013년 1회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4년에도 1회 안전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과 함께 공사현장 합동점검을 연 1회씩 총 3회 실시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자 하였다.

 성과 및 전망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직무연수 및 자체교육을 통하여 감독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
다. 그리고 현장의견 청취반을 운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사감독
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 교육시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