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호 -

4월 센터 사업추진 현황

용인교육
시설관리
센터소식지

♣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1. 기간: 2019. 4. 1.(월)~2019. 4. 30.(화)
2.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분교 포함)
3. 중점점검 사항 : 소방 ․ 배수 ․ 급수(부스터) 펌프 점검
◎ 수신기 정상여부

◎ 배수로 맨홀 청소상태

◎ 배관고정상태 적정여부

◎ 소방밸브 정상여부

◎ 배수구 막힘 여부

◎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 계단통로 및 복도

◎ 맨홀 뚜껑 안전여부

장애물 적치 여부

적정 여부
◎ 설치상태 변경 여부
◎ 부식 발생 여부

소방

교육시설관리센터
주요사업내용
기본업무
순회점검

배수

급수

[주요점검 및 조치사례]
▪순회점검내용: OO초 지하기계실 배수펌프 고압호스 절단으로
배수기능 상실
조치내용: 고압호스 및 카풀링 교체

학교수요사업
냉·난방기세척

상담·기술자문

수목전정

긴급시설보수

급식실 후드세척
배수로 준설
놀이시설 모래소독

기술행정지원

학교운영지원

기술지원

소수선사업집행

시설물이력관리

인력지원사업

노후된 호스

조치 후

(교구재배치)

5월 업무예고

▪순회점검내용: OO중 급식소 스팀배관 용접탈락으로 스팀유출
조치내용: 용접부 보강을 통하여 스팀 유출 방지

1. 운동장 배수로 준설 지원사업
가. 목적: 운동장 배수로 퇴적물
토사 제거
나. 사업시기:2019. 4. 23.~6. 30.
다.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
2.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가. 기간: 2019. 5. 1.~5. 31.
나.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
다. 중점점검사항
: 냉난방기 가동 전 확인점검
및 외부 배관재 손상점검
3. 놀이시설 모래소독
(수요조사예정)
가. 목적: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나. 사업시기: 5월~6월
다. 진행상황: 5월초 수요조사 실시
라.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

스팀유출

용접 공사 후

▪순회점검내용: OO중 보차도 경계석 이탈로 안전사고 우려
조치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차도 경계석 철거 후 재설치

경계석 이탈

재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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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관리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1. 일시: 4월 매주 금요일
10:00~12:00 (4회)
2. 장소: 교육시설관리센터
협의실(서룡초 3층)
3. 대상: 교육시설관리센터
25명
4. 내용: 학교시설관리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모색

▪순회점검내용: OO초 ․ OO중 음수대 급 ․ 퇴수함 밸브 부식
조치내용: 외기 노출을 고려하여 스텐밸브로 교체(부식 방지)

밸브 부식

스텐밸브로 교체

♣ 예⦁제초 및 전정사업(상반기)
1. 목적: 학교 조경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
2. 진행상황:
일
정
2019. 3. 15.~2019. 4. 30.

내
용
현장조사 및 공사발주

2019. 5. 1.~2019. 5. 17.
2019. 5. 20.~2019. 7월말
3. 대상교: 127개교

공 사 계 약
사 업 추 진

-1권역(기흥구:40교), 2권역(수지구:41교), 3권역(처인구+기흥구:46교)

♣ 냉난방기 세척
현안 공유

1. 목적: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
2. 진행상황:
일
정
2019. 3. 26.~2019. 5. 3.
2019. 5. 4.~2019. 6. 20.

내
용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사업 추진

3. 대상교: 122개교
-1권역 : 24교, 2권역: 29교, 3권역: 20교, 4권역: 24교, 5권역: 25교
절연측정기 사용방법 시연

♣ 국기게양대 개선 사업
1. 목적: 대한민국국기법에 맞는 국기게양대 설치로 국가의
존엄성 확립
2. 진행상황:
일

정

내

2019. 4. 24.~2019. 5. 8.
2019. 5. 9.~2019. 6. 10.
해결방안 모색

용

공 사 계 약
사 업 추 진

3. 대상교: 105개교
-1권역(처인구+기흥구:50교), 2권역(수지구+기흥구:55교)

♣ 학교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
- 구성고등학교 창대석 보수공사 외 34건

교육장님과 함께

시설관리
TIP

물탱크 청소 전 학교 물사용량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물탱크 유입수 차단
(퇴수 용수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