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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사무국

────────────────────────────────────────────────

일시 2022년 01월 05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

                                                                                                                                  (11시31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보내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바라는 소원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2022년 1월 13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개최,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 있겠습니다.

  1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월 17일 11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 14시 각종 안건 처리를 하는 제2차 본회의로 총 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

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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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조영명  구점득  김상찬  김상현

  심영석  이헌순  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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