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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식지
2021년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1. 목적
▪ 학교시설관리 전담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업무 재구조화
▪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
2.
▪
▪
▪

기본 방향
학교별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으로 상시업무 처리
학교 전담 관리와 소수선 공사 집행으로 촘촘한 시설관리 실현
시설물유지관리와 신속한 고장처리를 통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3. 교육시설관리센터 주요업무
교육시설관리센터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학교공통소요사업

기타사업

▸ 통합발주
- 시기별 공통 사업

▸ 학교전담배치

▸ 인력지원사업

▸ 학교시설 이력관리

▸ 학교 요구사업
▸ 단가계약
- 지속사안의 신속처리

▸ 긴급시설 선 안전 조치
▸ 상담운영, 기술컨설팅

▸ 업무예고제
▸ 운영 혁신 사업

▸ 비 시급성 소규모사업(25종)

4. 관리 대상학교
구분

공
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재정

5

92(2)

37

18

1

153(2)

B.T.L

-

13

8

10

-

31

소계

5

105(2)

45

28

1

184(2)

비고
()숫자는
분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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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추진 주요현황
1. 소규모 보수공사
♣ 소규모 수선보수

1. 00초 선홈통 보수 공사

2.00초 양치실 전선 이설공사

3. 00중 비품이동 용역

4. 00중 파고라 지붕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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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1. 목
적: 시설관 리직 미배치교의 학교시설 보수공사를 단가계약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추진
2. 대
상: 시설관리직 미배치교(30교)
3. 사업시기: 3. 30.(화)~8. 31.(화)
4. 기대효과: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시설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보수공사 가능

♣ 예.제초 용역
1. 목
적: 학교 녹지대의 예.제초를 통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 예방
2. 대
상: 고기초 외 146교
3. 사업시기: 4, 15.(목) ~ 10. 29.(금)
4. 기대효과: 전문적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병충해 예방

♣ 강화도어 힌지 및 H바 교체공사
1. 목
적: 전문적 시설관리로 수요자 만족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대
상: 대지초 외 88교
3. 사업시기: 6. 14(월) ~ 7. 14.(수)
4. 기대효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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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업무예고

♣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
1. 기

간: 7. 1.(목) ~ 7. 26.(월)

2. 대

상: 동백유치원 외 183교

3. 중점점검사항: 각종 물탱크 상태 및 정수위 밸브 점검(밸브 배관, 균열, 누수 등)
♣ 학교 운동장 배수로 준설
1. 목
적: 학교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비피해에
대비하고자 함.
2. 대
상: 고림초 외 19교
3. 사업시기: 7월 ~ 8월
4. 기대효과: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피해 예방으로
효율적인 관리
♣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1. 목
적: 관내 공립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해 냉․난방기
종합세척 등의 통합발주를 수행하여 학교 시설업무지원
2. 대
상: 동백유 외 2교
3. 사업시기: 7월 ~ 8월
4. 기대효과: 기기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비 절감
♣ 옥외 방부목 시설물(의자) 오일스테인 도장
1. 목
적: 학교 중심·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시설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외부환경에 노출된 목재 시설물의 변형 및 부식을 막고자 함
2. 대
상: 용인아람유 외 97교
3. 사업시기: 7월 ~ 8월
4. 기대효과: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 하반기 급식실 후드세척
1. 목
적: 관내 단설유치원, 공립초∙중∙고등학교 급식실 후드세척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
2. 대
상: 용인아람유 외 165교
3. 사업시기: 7월 ~ 8월
4. 기대효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체육관(강당) 샌딩
1. 목
적: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리대상교 중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체육관(강당)
샌딩사업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대
상: 지석초 외 11교
3. 사업시기: 7월 ~ 8월
4. 기대효과: 표면도장을 통한 바닥재의 변형 방지 및 유지관리 수명 연장
기타문의사항 : ☎ 031-526-7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