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정기회의
회의록

■ 일시 : 2021. 9. 1. (수), 18:30
■ 장소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층 대회의실

□ 회의결과
1.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개정안
1) 현 제 5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20.1.29. ~ 2022.1.28.까지로
되어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계기간
개시일과 협의체의 임기 개시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
다는 고양시의 문서를 근거로 정관개정
2) 내용 :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1월1일부
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참석위원 전원 2021년12월31일부 사퇴서 제출하였음(김용환위원은
2021년9월2일부로 제출)
2. 내곡동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안
1)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내곡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곡동 3세대(1세대 전출)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인 공기청정기를 각 세대
별로 1개씩 지원하는 방안.
2) 지원요청금액 : 총 3,900,000원 (개당 1,300,000원)
3)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가능하면 지원하기로 함.
- 물품 수령 후 사진촬영 및 수령확인증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함.

3. 윈스턴파크 2차 옥상 환경 개선안
1) 윈스턴파크 2차 노후화로 인하여 옥상 누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옥상 화단을 제외한 약 630평을 스틸 방수 공법으로 방수 공사 진행하고자
함.
2) 계약방법 : 윈스턴파크, 주민지원협의체, 업체 3자 계약
3) 지원요청금액 : 15,000,000원(VAT별도)로 공사비 중 회종 잔금으로 지급
4)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4.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반입 폐기물 성상조사 시행계획안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주변 주민들을 대표하여 성상조사에 참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2) 시행일시 : 2021. 9. 11. 오전 6시(잠정)
3) 제안된 시행계획중 예산 및 세부계획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전담위원에
게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함.
-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5. 윈스턴파크 1차 옥상방수공사 경과 공유
1) 지속된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기존에 작업한 부분의 빗물이 완전히 마르면 다음주 중으로 재작업 진행
할 예정
3) 계약서 상 공사 준공일자가 2021.8.12. 이기 때문에 우천에 대비하여 준공
일자를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계약수정 필요

6. 소각장 주변지역 토양검사 결과 보고서(토양내오염물질 및 다이옥신 농도)
내용 공유
-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업로드 및 아파트 게시판에 요약본 공지 부착하
기로 함.
7. 기타 안건
1) 김용환위원이 제안한 ‘와이시티 줄눈공사(안)’
2) 본 안건으로 상정할 요건이 단되는 사유 설명 후 제안자인 김용환위
원이 안건제출 취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