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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공간으로서의 폐교 활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폐교활용 안내

농 · 산 · 어촌 지역의 폐교는 단순한 폐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릴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마음의 고향이자, 

언제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 친구들과 한판 어울리고 싶은 향수 깃든 쉼터입니다.

도시의 공간들은 획일적이고 긴장된 공간인데 비해 폐교는 대부분 풍광이 뛰어나고 환경이 청정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열린 생활의 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주민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아픈 상처로서의 폐교가 아닌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행복한 꿈의 공간으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 복지 

인프라는 물론 소득증대 사업을 선도하는 농 · 산 · 어촌 지역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폐교 활용 활성화에 단초가 되어, 우리지역의 새로운 문화 창조와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향상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주민들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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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및 대부절차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

(매각)

대금 납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찰공고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www.jne.go.kr)
•시·군교육지원청홈페이지•온비드(www.onbid.co.kr)

사업계획서 제출
입찰공고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사업계획서 
심사

입찰 및 계약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정요건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입찰참가

등록조서 작성

폐교 매각 및 대부(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교 매각 및 대부절차 중에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계획서(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운영방법,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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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매각 및 대부(임대)시 허용 및 

제한 사업은 없나요?
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은 재산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  허용되는 사업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한된 사업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위 허용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기타 투기목적 등

※  관련법령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폐교재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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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나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폐교재산 수의계약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 개인・단체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 지역주민 |

소득증대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용어정리(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7호)

 - 교육용시설: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소득증대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지역주민의 범위

 •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단,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추가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로 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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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시 가격산정

•매각대상 물건(토지, 건물, 공작물 등) 감정평가(2개 업체) 실시

•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 이상으로 매각(예정)가격 산정(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매각 가격에 포함 가능)

��  대부시 가격산정

•대부료 = (토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대부요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2개 업체) 실시 후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 이상

•대부요율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으로 한다.

  -   기타의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5%이상으로 한다.

※  매각시 가격

※   폐교재산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매각 원칙이며 감정평가 업체는 매수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1곳을 선정할 수 있음

산정된 재산평정가격으로 매입가능수의 1인 이상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자  1인을 선정입찰

폐교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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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는 공익재산으로 매매나 대부 후에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일정기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매수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폐교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  매수자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

폐교를 매수하거나 대부(임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대부(임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구체적인 사업(활용)계획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2)

•시설물 개량 및 축조 등은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료는 선납이며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각 및 대부 폐교재산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매수자 및 대부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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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폐교 자료는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폐교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  자료 찾는 방법

•  자료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방문

(http://www.jne.go.kr)

정부3.0 클릭
폐교재산 
활용 클릭

활용안내 코너: 폐교재산 활용 신청 절차 및 담당자 연락처 안내

시・군별 폐교현황: 전남지역 폐교 현황 자료 탑제(기본현황 및 사진, 대장가격 등)

※  대장가격이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2005년까지 반영) 입니다.
   - 건물은 매입가격에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 향후 매각시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며 대장가격 대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폐교는 감정평가시 대장가격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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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해룡초등학교 농주분교장

사랑어린학교

| 활용사례 |

교육용시설

��  사업개요

•위치: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12

•면적: 부지 23,459㎡, 건물 1,643㎡

•대부기간: 2014. 1. 1. ~ 2016. 12. 31.

•연간대부금액: 5,072천원

•대부자: 사단법인 사랑어린사람들

��  활동내용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사는 전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청소년 육성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과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실사구시적으로 실천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학교를 지향하여 평생교육의 장 실현

•우리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민들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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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대구초등학교 저두분교장

단국대학교 부설 강진도예학교

��  사업개요

•위치: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66번지

•면적: 부지 9,036㎡, 건물 289㎡

•매각일시: 2006. 08. 22.

•매각금액: 129,756천원

•매수자: 강진군

��  활동내용 

•고려의 비색청자 원형을 연구하고 응용과 융합에 적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단국대학교 부설로 강진도예학교 운영

•세계적 명품화를 위한 도예제품 개발과 세계 청자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각국 도예가들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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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요양원

| 활용사례 |

사회복지시설

��  사업개요

•위치: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863

•면적: 부지 9,818㎡, 건물 1,137㎡

•매각일시: 2005. 5. 23.

•매각금액: 186,766천원

•매수자: 완도군

��  활동내용 

•노인의 건강 증진과 교양활동을 통해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한 

노후생활 도모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일상 생활의 편의 제공 

폐교명 : 고금초등학교 가교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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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군외초등학교 황진분교장

청해요양원

��  사업개요

•위치: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05

•면적: 부지 7,834㎡, 건물 778㎡

•매각일시: 2012. 12. 20.

•매각금액: 135,772천원

•매수자: 완도군

��   활동내용 

•완도군에서 독거노인들의 요양시설로 운영

•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고독감 ·상실감에서 벗어나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

•  24시간 생활간호,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넓은 부지의 

공간은 노인들에게 산책하기 적합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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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오산초등학교 성산분교장

심청문화센터

| 활용사례 |

문화시설

��  사업개요

•위치: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702

•면적: 부지 7,191㎡, 건물 839㎡

•매각일시: 2001. 10. 24.

•매각금액: 218,900천원

•매수자: 곡성군

��  활동내용 

•심청의 근원지인 관음사와 연계하여 심청의 효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재정립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심청관련 자료전시실 및 효체험, 전통체험, 공예체험 등 체험실 운영

•곡성 군민은 물론 전남, 광주 등지의 학생 및 일반인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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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백수초등학교 대신분교장

우리삶 문화 옥당박물관

��  사업개요

•위치: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36

•면적: 부지 10,488㎡, 건물 1,066㎡

•매각일시: 2004. 2. 19.

•매각금액: 204,500천원

•매수자: 재단법인 원불교 

��  활동내용 

•  고대부터 내려온 불교의 고장이라는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영광출신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강항을 재인식하고 한국 전통사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토기와 석기를 시대별로 전시하여 

조상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용기를 통한 직접체험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교육 현장 제공

14 | 폐교재산 활용안내



폐교명 : 돌산초등학교 금봉분교장

송시마을 체험관

| 활용사례 |

야영•수련•현장

체험시설

��  사업개요

•위치: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20

•면적: 부지 16,313㎡, 건물 1,612㎡

•매각일시: 2011. 12. 27.

•매각금액: 755,590천원

•매수자: 개인

��  활동내용 

•자연생태학교 및 파충류 전시장 운영(www.songsi.co.kr)

•야외 캠핑 및 펜션 등 휴양시설 운영

•곤충과 파충류, 말, 토끼, 양, 오리 등 다양한 가축 사육 및 체험

•  가마솥 뚜껑 전 부치기, 동물 먹이주기, 뗏목타기, 뽕잎 닭백숙 

먹기, 삼색 수제비 만들기, 월터 바이크 타기, 추억의 뽑기, 

고무신으로 미꾸라지 잡기, 오감만족 놀이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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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 : 죽곡초등학교

섬진강 치즈체험학교

��  사업개요

•위치: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120

•면적: 부지 14,199㎡, 건물 1,906㎡

•대부기간: 2014. 12. 26. ~ 2017. 12. 25.

•연간대부금액: 10,303천원

•대부자: 개인

��  활동내용 

•  피자만들기,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레일 썰매타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에 기여

•연간 33,000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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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봉도

대횡간도

자봉도

대횡간도

광도

삼산면

자봉도

대횡간도

광도

삼산면

1  소라중앙초등학교

2  초도초광도분교장

3  초도초진막분교장

4  화정초자봉분교장

5  금성초등학교

6  돌산중앙초등학교

7  여산초둔병분교장

8  율촌초송도분교장

9  화태초소두라분교장

10  돌산초대신분교장

11  안일초여산분교장

12  여남초장지분교장

13  연도초역포분교장

14  백초초우두분교장

15  화양중낭도분교장

16  화양초화남분교장

17  화태초여동분교장

18  황전초평죽분교장

19  순천남초삼거분교장

20  별량남초등학교

21  상사초쌍지분교장

22  해룡초농주분교장

23  황전초대치분교장

24  낙안초창녕분교장

25  황전북초용림분교장

26  동산초판교분교장

27  별량초마산분교장

28  주암초어왕분교장

29  다도초덕림분교장

30  남평초남석분교장

31  다시초국동분교장

32  봉황초옥산분교장

33  남평동초등학교

34  나주초이화분교장

35  금천동초등학교

36  산포초신도분교장

37  세지북초등학교

38  동강초곡강분교장

39  산포초덕례분교장

40  문평남초등학교

41  다시남초등학교

여수, 순천, 나주

시•군별 폐교 현황(2015. 11.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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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담양, 곡성, 구례

42  광양옥룡중학교

43  광양태금중학교

44  진월초월길분교장

45  고서초주산분교장

46  만덕초용산분교장

47  남면초인암분교장

48  봉산초양지분교장

49  겸면초마삼분교장

50  죽곡초등학교

51  석곡초기룡분교장

52  석곡초명강분교장

53  석곡초염곡분교장

54  석곡초욕천분교장

55  오곡초명성분교장

56  입면초동강분교장

57  평호초등학교

58  오곡초등학교

59  구례중앙초계산분교장

60  토지초문수분교장
61  토지초외곡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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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두초동분교장

63  과역서초등학교

64  남성초등학교

65  도화남초등학교

66  흥양초등학교

67  대서초안남분교장

68  대서서초등학교

69  풍양초고옥분교장

70  포두북중학교

71  도화초동분교장

72  두원북초등학교

73  두원중학교

74  풍양초매곡분교장

75  화계초여주분교장

76  도화초죽도분교장

77  녹동초득량분교장

78  금산남초등학교

79  과역동초백일분교장

80  나로고등학교

81  금산종합고등학교

82  남양동초등학교

83  노동초광곡분교장

84  노동초금호분교장

85  노동초학동분교장

86  겸백초은덕분교장

87  득량서초등학교

88  장암초등학교

89  조성중앙초등학교

90  보성중웅치분교장

91  영등초등학교

92  벌교초해도분교장

93  회천동초등학교

94  보성중겸백분교장

95  벌교초제석분교장

96  보성율어중학교

97  화순오성초주도분교장

98  도곡초죽청분교장

99  청풍초신석분교장

100 동면초경복분교장

101 동면초옥호분교장

102 동복초가수분교장

103 아산초서유분교장

104 아산초노치분교장

105 춘양초월평분교장

106 아산초송방분교장

107 화순초수만분교장

108 아산초임곡분교장

109 천태초봉하분교장

110 이양초금능분교장

111 관산초영성분교장

112 칠량송로분교장

113 강진서초영파분교장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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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영암, 무안

114 현산초신안분교장

115 북평초이진분교장

116 해남서초해남남분교장

117 화원초화봉분교장

118 해남계곡중학교

119 군곡초등학교

120 화원초화원북분교장

121 북평상업고등학교

122 문내초등학교

123 문내동초등학교

124 우수영초중화분교장

125 군서북초등학교

126 금정초청룡분교장

127 금정초한대분교장

128 도포초도신분교장

129 도포초수산분교장

130 서호북초등학교

131 시종초신학분교장

132 신북초신북서분교장

133 미암서초등학교

134 시종초종남분교장

135 해제동초등학교

136 일로초죽산분교장

137 무안북초등학교

138 청계초구남분교장

139 현경남초등학교

140 양정초등학교

141 현화초등학교

142 몽탄남초등학교

143 일로초지감분교장

144 현경고등학교

145 해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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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영광, 장성, 완도

146 성남초등학교

147 대동향교초동암분교장

148 손불초용암분교장

149 대동향교초대신분교장

150 영창초등학교

151 염산동초등학교

152 영광서초월산분교장

153 반안초등학교

154 백수동초한선분교장

155 홍농남초계마분교장

156 염산초신성분교장

157 영광서초등학교

158 홍농초동명분교장

159 법성중안마분교장

160 송흥초등학교

161 염산초야월분교장

162 법성포초진량분교장

163 영광정보산업고등학교

164 삼서남초등학교

165 분향초송강분교장

166 장성신흥중학교

167 노화동초등학교

168 금당초차우분교장

169 소안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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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신안

170 오송초등학교

171 조도초죽도분교장

172 조도초맹골분교장

173 조도초소죽도분교장

174 지산서초등학교

175 석교초용등분교장

176 조도초동거차분교장

177 의신초명금분교장

178 칠전초등학교

179 압해초압해북분교장

180 쌍룡초효지분교장

181 안창초부소분교장

182 암태동초초란분교장

183 지도북초등학교

184 신의초상태분교장

185 장산초마진분교장

186 장산초장산동분교장

187 신의초신의남분교장

188 비금초비금서분교장

189 도초초서리분교장

190 압해초쌍룡분교장

191 증도초기점분교장

192 압해초매화분교장

193 신의초기도분교장

194 지도초동천분교장

195 하의초장병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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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문의
폐교재산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폐교재산 총괄 활용계획은 도교육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 문의(061-260-0899)

��  교육지원청별 문의처

교육지원청명 부서명 전화번호(061) 홈페이지

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280-6413  http://www.mpe.go.kr

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690-5586  http://www.yeosuedu.go.kr

순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729-7815  http://www.sce.go.kr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30-0175  http://www.najued.go.kr

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760-3375  http://www.jngyed.go.kr

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80-8164  http://www.jndye.go.kr

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60-6683  http://www.ksed.go.kr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780-6673  http://www.kred.go.kr

고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830-2025  http://www.ghed.go.kr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850-7174  http://www.jnbse.go.kr

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70-7124  http://www.hsed.or.kr

교육지원청명 부서명 전화번호(061) 홈페이지

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860-1264  http://www.jnjhe.go.kr

강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430-1564  http://www.gjed.go.kr

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30-1174  http://www.jnhned.go.kr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470-4175  http://www.jnyae.go.kr

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450-7074  http://www.jnmae.go.kr

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20-6674  http://www.hped.go.kr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50-6665  http://www.jnyged.go.kr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90-6174  http://www.jnjse.go.kr

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50-0564  http://www.wded.go.kr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40-5183  http://www.jded.go.kr

신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40-3673  http://www.jnsae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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