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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건물 날짜

스테이크 시설 대표(PFR) 와드 건물 대표 점검자

유의 사항

스테이크 시설 대표는 스테이크 내의 각 건물이 매달마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와드 건물 대표는 스테이크 시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보고서를 건물의 대표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시설 소장에게도 한 부씩 전달해야 한다.

정기 점검은 교회 건물을 청결하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권 지도자에게 귀중한 정보가 된다.

“청결도” 영역을 작성하려면 해당 장소를 점검한 후 해당란에 체크 표시를 한다. 제시된 기준을 활용한다.

“기타 사항” 영역을 작성하려면, 각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아래 해당란에 체크 표시를 한다. 메모란에 “추가 정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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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매우 깨끗함. 청소가 잘 되어 있고 눈에 

띄는 부스러기나 얼룩, 잡동사니가 없음

양호: 대체로 깨끗함. 대부분 깨끗하지만, 

눈에 띄는 부스러기나 얼룩, 잡동사니가 조금 

있음.

보통: 다소 지저분함. 철저하게 청소하지 않은 

곳이 더러 있고 눈에 띄는 부스러기나 얼룩, 

잡동사니가 약간 있음.

불량: 지저분함 청소하지 않음. 눈에 띄는 

부스러기나 얼룩, 잡동사니가 상당히 있음.

예배실 (바닥, 좌석, 성찬 준비실, 창문)

활동실 (바닥, 벽, 무대-있는 경우)

복도 (바닥, 벽)

교실 (바닥, 벽, 의자 정리, 창문,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 (바닥, 세면대, 변기, 소변기, 악취, 쓰레기통 비우기)

주방 (바닥, 개수대, 가전제품, 싱크대 상판, 쓰레기통 비우기)

현관 (바닥, 창문)

외부 (화단, 주차장, 공터)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타 사항

예 아니오 “예”로 표시된 항목은 스테이크 시설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한다. 

시설 대표는 대표 감독이나 건물 대표에게 

연락해서 건물 보안이나 켜져 있는 조명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시설 소장에게 

연락해서 수리나 위험성, 청소용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조명이 켜져 있음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음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음

조명 교체가 필요함(아래 설명)

회원 청소 용품 보관실이 정리되지 않거나 재고가 없음

수리가 필요함(아래 설명)

잠재적 위험 요소(아래 설명)

인터넷 방화벽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 컴퓨터 또는 교회 무선망에 연결된 기기를 사용하여 

http://filteraudit.cjclds.net로 갑니다. “Filtered Content”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에게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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