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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업무 활동 현황
Ⅰ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 실적
구 분
순회점검
실적
상시점검
실적
일상점검
실적

Ⅱ

8월 업무 활동 현황
Ⅲ

전월 계

8월

총계

비고

546

61

607

-

968

136

1,104

1,701

362

2,063

학교 공통사업1-예·제초 및 플로어힌지 보수

8월 업무 활동 현황
Ⅴ

소규모 보수 공사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안전 덮개(야자매트) 설치 전·후

8월 하자관리, 현장조사, 사업계획

Ⅳ
·정기 하자점검1

학교 공통사업2급식실 후드 세척 및 위생기구 보수

·화변기 교체 설치 전·후

·정기 하자점검2

·옥상 방수공사

전·후

·배수로 현장조사

ㅊ

·현관 페인트 노후 점검

·옥상 사다리 미설치 점검

·외부 계단 석재 교체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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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8월 순회 점검
(안전난간, 플로어 힌지, 논슬립 점검)

8월 업무 현황
Ⅰ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점검
• 일시 : 2021. 8. 12.(목)
• 내용 : 학교 사용자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점검

9월 추진 업무 계획
Ⅰ 2021년 공통사업 공사 진행
• 기 간: 2021. 9. ~
• 사업명: ▹운동장 정비 공사(신일초 외 14교)
-마사토 및 염화칼슘 살포
-운동장 마사토 다짐
▹예·제초 3차 공사(일산초 외 120교)

Ⅱ 2021년 소규모 보수 공사 진행

Ⅶ

8월 법정 유지관리 동행점검
(승강기, 전기, 소방점검)

Ⅱ 2021년 8월 관리 대상교 순회 점검 및 상담
• 관내 177개교(※ 미배치교61교·배치교 116교)
• 정기적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
• 중점 점검 사항: 안전난간, 플로어힌지, 논슬립 점검

Ⅲ 2021년 공통사업 추진 실적
·승강기 유지관리 동행 점검

• 대상: 관리대상교(사립 및 BTL교 제외)
• 실적: ▹급식실 배기후드 청소 용역
▹창호(플로어힌지외 6종) 보수공사
▹예·제초 2차 공사
▹배수로 뚜껑 교체공사
▹위생기구 보수 공사

Ⅲ 2021년 9월 관리 대상교 순회 점검 및 상담
• 관내 177개교(※ 미배치교 61교·배치교 116교)
• 정기적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
• 중점 점검 사항 : 옥상 방수 상태 및 루프드레인 점검
▹담당학교 소규모 보수공사 신청서 취합 및 기술상담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시설관리 및 보수신청서 취합
▹하자검사조서 검토 및 현장조사

Ⅳ 2021년 하반기 공통사업 추가 진행

·전기 유지관리 동행 점검

Ⅳ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
• 기간: 연중 계속
• 대상: 시설관리직 미배치교(61교) 전체
• 내용: 학교 유지관리용역(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동행
·소방 유지관리 동행 점검

• 기 간: 2021. 9. ~
• 사업명: ▹oo초 외 25교 현수막 걸이 설치공사
▹oo고 외 3교 주차장 차선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공사
▹oo유 급식실 배기팬 이전 설치공사
▹oo초 외 2교 상수도 사용 개선공사
▹oo고 외 2교 구령대 및 후문 보수공사
▹oo고 외 3교 선홈통 교체공사

• 기 간: 2021. 9. ~(예정)
• 추가 진행사업 :▹계단 논슬립 설치
▹급식실 오수관로 세정
▹운동장 배수로 뚜껑 교체
▹운동장 마사토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