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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업무 활동 현황
Ⅰ

1월 업무 활동 현황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 실적

Ⅲ

구 분

전월 계

1월

총계

비고

순회 점검

0

81

81

-

상시 점검

0

150

150

일상 점검

0

374

374

학교 안전점검(소방, 전기, 승강기 동행점검)

1월 업무 활동 현황
Ⅴ

소규모 공사-현장조사

·승강기 안전점검

Ⅱ

·소방펌프 누수

·옥상 방수 불량

·계단 보수

·관람석 도장 점검

·LED등 수요조사

·논슬림 점검

학교 공통사업 – 학교숲 가꾸기, 수목전정,
급식실 후드 현장조사
·전기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학교숲 가꾸기

·경계석 물량 조사

Ⅳ

학교 순회점검(도시가스 설비 안전점검)
Ⅵ

·수목 전정

·급식실 후드

소규모 공사-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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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업무현황
Ⅰ

2022년 학교공통 통합발주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기간 : 2022. 1월 ~ 12월(연중)
• 지원 대상 : 관내 유·초·중·고 156교(BTL교, 신설교 제외)
• 추진 종목 : 냉난방기 세척, 배수로 준설, 예초, 수목전정, 창호보수(방충망),
급식실 후드청소, 배수로 시설물 보수, 학교숲 가꾸기,
절수설비 및 기기 교체, 운동장 평탄화 사업등 10종

Ⅱ

2월 추진 업무 계획
Ⅰ

⦁학교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 신청한 학교 전제 승인(71교)
⦁공공부문 용역계약 결과 제출-2022. 3. 2.일까지

Ⅱ

2022년 관리 대상교 순회 점검 및 상담
⦁관내 178개교 (※ 집중관리교 61교·전담관리교 117교)
⦁정기적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
⦁중점 점검 사항 : 배관 동파 확인, 급식실 급배기용 시로코팬 점검

(특색사업)2022년 학교숲 가꾸기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22. 1. 3.(월) ~ 1. 14.(금)
• 조사방법 : 관내 학교 숲 보유 현황 파악 및 사업내용 학교 순회 설명
• 조사결과 : 42교중 18교 참여 희망(초 15교, 중 1교, 고 2교)

2022년 1차 학교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 사전심사 결과 안내

Ⅲ

2022년 공통사업 물량 및 소규모 공사 사전조사
⦁기간 : 2022. 2월 ~
⦁대상 : 관내 유·초·중·고 157교(BTL교 제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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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2022년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기본게획 수립
• 개요 : 학교시설관리 전담체게 구축 및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대상 : 2022년 관리대상교 178교((국)사립학교 제외)
학교숲 가꾸기(학교숲 보유교 43개교)
• 계획 : ▹ 순회(상시)점검
▹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지원
▹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 소규모 수선 사업
▹ 학교숲 가꾸기(특색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