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식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1. 배경
▪ 학교 시설환경의 복잡화 • 다양화 • 전문화 및 노후화 등에 따른 단위학교 시설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 대두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직 기능강화 및 역할 제고
2. 목적
▪ 학교시설관리 전담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업무 재구조화
▪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
3. 주요업무

교육시설관리센터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
▸
▸
▸
▸

학교시설 이력관리
긴급시설 선 안전 조치
상담운영, 기술컨설팅
학교 전담 관리제
거점형 집중관리제

학교공통소요사업

▸ 통합발주
- 시기별 공통 사업
ex) 냉난방기 세척, 배수로 청소
(준설), 운동장 낙엽청소, 급식실
후드청소 등
▸ 단가계약
- 지속사안의 신속처리
ex) 예․제초, 수목전정(관목․수목),
창호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 등

소규모보수공사

▸주요 시설물 보수의
적기 처리
ex) 기계설비, 건축, 전
기통신, 토목조경

-2019년 8월 호7월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추진 주요현황
♣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1. 기간: 2019. 7. 1.(월)~2019. 7. 31.(수)
2.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분교 포함)
3. 중점점검 사항 : 각종 물탱크 상태 및 정수위 밸브 점검
◎물탱크실 잠금 장치 상태점검

◎물탱크 표면 균열 여부점검

◎동파방지용 난방기 설치 유무 점검

◎물탱크 출입 덮개 상태 점검

◎볼탑 작동 상태 점검

◎배관보온재 테이핑 상태 점검

◎수위경보기 작동상태 점검

◎접속볼트 및 밸브 점검

[주요점검 및 조치사례]
▪순회점검내용: OO초 승강기 주로프 및 활차(도르래)홈 마모로 부적합 상태
조치내용: 승강기 주로프 및 활차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

교체 전

교체 후

▪순회점검내용: OO초 기존의 메시형휀스 시각적 안정감 및 안전성 부족
조치내용: 기존의 메시형 휀스를 창살형 울타리 휀스로 교체

메시형 휀스(기존)

창살형 울타리 휀스 (교체 완료)

▪순회점검내용: OO초 외부시설 야외의자가 파손되어 안전발생 우려
조치내용: 야외의자 보수 및 도색

보수 전

보수 후

-2019년 8월 호▪순회점검내용: OO초 화재수신기 일정구간의 지속적 오작동
조치내용: 노후로 인한 A/S 불가로 화재수신기 교체

화재수신기 탈거

P형 25회로 화재수신기 교체 완료

♣ 급식실 후드청소 지원사업
1. 목적: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실 환경조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예방
2. 진행상황:
일
정
내
용
2019. 7. 19. ~ 2019. 8. 2.
발주 및 계약
2019. 8. 3.~
착공(예정)
3. 대상교: 1권역- 고기초 외 23교, 2권역- 관곡초 외 24교, 3권역- 갈곡초 외 23교,
4권역- 동백유치원 외 22교, 5권역- 고림초 외 22교
♣ 학교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

월별
5월
6월
7월

소규모 보수공사
상갈중 구령대 및 옥상난간 보수공사 외 42건
매봉초 옥외 분수대 급수배관 보수공사 외 30건
모현초 구령대계단 및 현관 단 보수공사 외 27건

♣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학교시설보수 지원요청’메뉴 개설

1. 목적: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수선이 필요한 학교시설 적기 개선
2. 대상: 공립 단(병)설 유치원, 초, 중, 고(사립, BTL 제외)
3. 방법
1)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마당] → [교육시설관리센터] → [학교시설보수
지원요청] 클릭 또는 홈페이지 배너 존의 [학교시설보수 지원요청] 클릭
2) 제목, 작성자, 연락처, 비밀번호(최초 비밀번호는 수정, 삭제 시 필요) 등을 입력
하고,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요청상태, 보수물량, 규격, 재질 등 자세히 기입)

8월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예고
♣ 창호보수(힌지) 지원사업
1. 목적: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사업시기: 9월~10월
3. 대상: 단․병설 유, 공립 초, 중, 고
♣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1. 기간: 2019. 8. 1.~8. 31.
2. 대상: 동백유치원 외 145교
3. 중점점검사항: 안전난간, 플로어힌지, 논슬립 점검
♣ 2019년
1. 기간:
2. 대상:
3. 장소:

시설관리직 역량강화 연수 실시
2019. 8. 12.(월)~2019. 8. 13.(화)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
교육시설관리센터 3층 협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