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일 정(안)

【제268회 임시회】 성동구의회

일 시 회 의 명 부 의 안 건 비 고

2022. 8. 30.(화)
[10:00]

본회의
(제1차)

개회식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본회의장

2022. 8. 30.(화)
[11:00]

예결특위
(제1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회의실

2022. 8. 30.(화)
[14:00]

의회운영위
(제1차)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제1회의실

2022. 8. 31.(수)
[10:00]

행정재무위
(제1차)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제1회의실

2022. 8. 31.(수)
[10:00]

복지건설위
(제1차)

 1.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2회의실



일 시 회 의 명 부 의 안 건 비 고

2022. 9. 1.(목)
[10:00]

행정재무위
(제2차)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회의실

2022. 9. 1.(목)
[10:00]

복지건설위
(제2차)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경청취안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제2회의실

2022. 9. 2.(금)
[10:00]

행정재무위
(제3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 행정관리국, 보건소

   - 기획재정국

제1회의실

2022. 9. 2.(금)
[10:00]

복지건설위
(제3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 복지국
   - 도시관리국
   - 안전건설교통국
   - 스마트포용도시국

제2회의실

2022. 9. 3.(토)
    ~ 9. 4.(일)

   휴  회

2022. 9. 5.(월)
[10:00]

예결특위
(제2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제2회의실

2022. 9. 6.(화)
[10:00]

예결특위
(제3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표결 제2회의실

2022. 9. 7.(수)
[10:00]

본회의
(제2차)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조례안 등 의결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6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폐  회

본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