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대 기숙사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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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 4 차 동대표회의
시: 2012.09.09 오후 08 시 04 분
소: 기숙사자치회 사무실
장: 권 동 업
록: 이 길 운
가 자: 권동업, 위민수, 장세진, 이길운, 1, 3, 4, 6, 7, 8,16(Dice)동 대표

< 주요 안건 >
1.1. 공지사항
1.1.1. 기자회칙 변경 – 동대표회의가 대운의와 같은 역할
1.1.2. 여1동, 5동 동대표 선출건
1.1.3. 동대표 회의는 2주에 한번씩 함.
1.1.4. 동자치비 규정
1.1.4.1.
최대 지원비 만원
1.1.4.2.
OT 식사비는 1인당 5천원, 최대 십만원
1.1.4.3.
동민회의 진행비는 한 동당 8000원(두 번째 회의서부터) – 동민의
20%가 참여시 인당 2천원 정도 더 사용가능, 동민회의 12월 폐지
1.1.4.4.
동비 및 물품구입, 항목에 없는 사항은 모두 동대표회의 전체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
1.1.4.5.
행사 식비 지원 없음. 행사에 교통비 추가 없음. 20인 이상이면 버스
대절 가능. 단, 모든 행사는 6인 이상이 모여야 지원됨.
1.1.4.6.
책, 도서, 잡지는 한 학기에 10만원 이하로만 구입가능
1.2. 동 설비 현황
1.2.1. 4동 – 자판기 자주 고장
1.2.2. 6동 101호 - 누수
1.2.3. 1동 리모델링 예정
1.2.3.1.
취사시설이 들어설 예정
1.2.3.2.
3동에 모델하우스 지을 예정 – 주거운영팀 의견
1.2.3.3.
3동보다는 예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거나 계획 조감도 게시 방안
제시 – 동대표회의 의견
1.3. 기숙사 현황
1.3.1. 에너지 절약 기숙사 지역
1.3.2. 기자회 지킴이 시간은 4~6시
1.3.3. 폐자전거, 에너지 절약 공모전 참여 제고
1.4. 다음 동대표 회의 일정
1.4.1. 9월 23일 저녁 8시
1.4.2. 다음 동대표회의때 까지 동민회의 진행
1.4.2.1.
동자치비 설명
1.4.2.2.
동자치비 사용 계획
1.4.2.3.
지난 1학기 정기점검 벌점 158명에게 부과, 2명 퇴사
1.4.2.4.
베스트 동 선출 예정, 결과는 동에 스티커 부착
1.4.3. 공용물품 목록 조사 및 기자회 회장에게 제출(시설점검표 게시)
1.4.4. 동민회의록 게시
1.5. 안건
1.5.1. 6동에 분리수거 통을 설치했을 때 결과가 좋았음
1.5.2. 자판기가 외부에 있어서 벌레가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내부로 들이는 방안
1.5.3. 담배 관련 규칙 개정

1.5.4.
1.5.5.
1.5.6.
1.5.7.

세탁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
기숙사 청소하시는 분들의 청소 영역
3동, 4동 사이에 재떨이 항아리 설치
도어락 건전지 교환운동 – 도토리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