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대 기숙사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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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 06 차 동대표회의
시: 2012.10.09 오후 08 시 04 분
소: 기숙사자치회 사무실
장: 권 동 업
록: 이 길 운
가 자: 권동업, 위민수, 장세진, 이길운, 여 1, 3, 4, 6, 7, 9 동 대표

< 주요 안건 >
1. 공지사항
1.1. 전학대회 회칙변경 논의 진행됨
1.2. 금요일 전학대회 참석 요망(오후 7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모집
1.4. 총학’s Day
1.5. 근로비 지급 수정
2. 동민회의 논의 사항 – 건의 순서대로 정리
2.1. 9동
2.1.1. 동비를 문화생활보다는 동민을 위한 물품에 사용하자는 건의
2.1.2. 샤워실에 옷 없는 선반 수리 요망
2.1.3. 쓰레기통에 대한 건의
2.1.4. 다리미판 – 다음 동대표회의에 영수증 지참, 주의해서 사용 요망
2.1.5. 세탁기 수리 건의, 거름망 및 건조기 먼지
2.1.6. 세제 비치 요망, 세탁물 비치 공간 설치 건의
2.1.6.1.
4동의 경우 공동바구니 사용
2.1.7. 새로 교체한 리모콘 작동이 안됨
2.2. 3동
2.2.1. 전자레인지 노후 – 다음 동대표회의에 영수증 지참
2.2.2. 거울 교체 요망 – 시설 신고란
2.2.3. 도토리 판
2.3. 6동
2.3.1. 전자레인지 노후 – 다음 동대표회의에 영수증 지참
2.3.2. 샤워실 선반 수리 요망 – 시설 신고란
2.3.3. 건조기 – 주거운영팀
2.3.4. 태풍으로 인해 복도에 빗물 누수
2.4. 4동
2.4.1. 벌점부과가 구체적으로 시행시기
2.4.1.1.
벌점기록 항목 – 주거운영팀에서 관리
2.4.2. 화장실 냄새 제거 위해 나프탈렌 구비 요망
2.4.3. 운동기구 – 봉, 플레이트, 전자레인지 청소 약품
2.4.4. 태풍에 의해 곰팡이가 생김, 진행상황 모니터링 요망
2.5. 여사 1동
2.5.1. 데톨, 주방세제, 잡지, 상비약, 체중계, 아령 비품으로 구비 요망
2.5.2. 동비를 문화생활보다는 동민을 위한 물품에 사용하자는 건의
2.5.2.1.
청소기, 커피머신으로 구매 요망
2.5.2.1.1.
커피머신의 경우 관리 필요
2.5.2.1.2.
토스트기의 경우 도난은 없었으며 관리는 동대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5.3. 세탁바구니 구비 요망

2.6. 7동
2.6.1. 층마다 전자레인지 비치 요망
2.6.1.1.
층 이동 불편 만으로 비치하는 것을 무리가 있음
2.6.2. 세탁기 통 교체 건의 – 주거운영팀 신고
3. 논의 사항
3.1. 세탁볼 시범 운영 논의
3.2. 다음 회의 - 10월 28일 오후 8시
3.3. 영수증 28일 이전까지 지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