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보고사항
- 1차 본회의 (2022. 11. 1.) -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김춘곤 의원(강서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부위원장 : 김동욱 의원 (강남구 제5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이용균 의원(강북구 제3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선임일자 : 2022. 9.28.

□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김형재 의원 (강남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부위원장 : 김혜영 의원 (광진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 선임일자 : 2022.10. 6.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부위원장 : 김성준 의원 (금천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 선임일자 : 2022.10.11.

□ 의안 접수 회부 : 총 143건
·

(예산안 2, 조례안 99, 동의안 25, 결의안 2,
건의안 8, 의견청취안 4, 규칙안 1, 청원2)

①

의원 발의 의안 : 82건(조례안 72, 결의안 1, 건의안 18, 규칙안 1)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소영철, 경기문, 김경훈, 김동욱, 김성준,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
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유정인, 윤영희,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
규 의원 (26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의원 (0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 경, 김용일, 김춘곤, 박영한, 소영철, 유정인, 최민규, 최유희, 최재
란, 한 신 의원 (10명) (2022.09.12.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채수지,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원중, 김지
향,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송경택,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23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태수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춘
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종
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31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인제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
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최민
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28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임만균, 김성준, 김용일, 남창진, 박영한, 박칠성, 이민옥, 이병도, 이영
실, 전병주, 최기찬, 최민규, 홍국표 의원 (13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숙자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김동욱, 김용호, 김춘곤, 남창진, 박칠성, 서호연, 이상욱, 최민규, 홍국
표 의원 (9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강석주,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
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도문열, 박 석,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윤영희, 이봉준, 이상
욱,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 (37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최민규,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
철, 김용호,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박상혁,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희
원, 장태용, 최유희, 황철규 의원 (29명) (2022.10.11.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김성준, 경기문,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상
열, 서준오, 소영철, 아이수루,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17명) (2022.10.12.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정진술,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
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
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
찬, 최재란, 한 신 의원 (36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정진술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박승
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이민옥,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전병주, 홍국표 의원 (19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봉준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
곤,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도문열, 박 석,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상욱, 이영
실,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철규
의원 (34명)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혜지 의원 (1명) (2022.09.19. 발의)

- 찬성의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
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문성호,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옥재은, 유정
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희원,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
규 의원 (43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종배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
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민석, 이상욱,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 (24명)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칠성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기덕,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춘
선, 서준오, 유정인,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재란
의원 (17명)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정진술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
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이상욱,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 (18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최기찬,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박승
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신복자,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전병주,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21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재진,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
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현기, 남궁역,
민병주,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
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최재
란,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46명) (2022.10.13. 발의)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옥재은, 경기문,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형
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칠성, 박환희, 송경택,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효원,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철
규 의원 (26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성배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
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정인, 이민
석,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37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정진술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
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 (17명)

- 소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청년 취업의 지속적·안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상욱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
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윤영희, 이영실, 이종
태,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 (31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박환희 의원 (1명) (2022.10.06.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구미경,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춘곤, 김형재, 도문열, 문성
호, 박중화, 서호연, 송경택,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종배, 이효원, 최호정, 황유정 의원
(25명)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소영철,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박영한, 박중화, 윤기섭, 이경숙, 이병
윤, 이상훈, 임규호, 홍국표 의원 (12명) (2022.10.12.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유만희,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춘
곤, 김태수, 도문열, 문성호, 박영한, 박환희, 서준오, 신동원, 유정인,
윤영희,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 (22명) (2022.10.14. 발
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성호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김동욱, 김혜영, 남창진,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이민석, 장태
용, 채수지, 허 훈 의원 (11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임규호 의원 (1명) (2022.10.0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성준, 김혜지, 박강산, 박수빈, 박칠성, 서준오, 소영철, 윤기
섭, 이경숙, 이병윤,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재란, 한 신
의원 (17명)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성연 의원 (1명) (2022.10.11. 발의)

- 찬성의원

: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박영한, 박칠
성,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이민석, 이성배,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황철규 의원 (21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의원

: 남창진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
태, 김지향, 김춘곤, 도문열,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상
욱,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 (31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 발의의원

: 홍국표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원태, 김혜영, 남창진, 박강산, 박영
한, 박칠성, 박환희, 송경택, 유정인, 이경숙, 이종환, 장태용 의원 (16
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인제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
재, 남창진, 박강산,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옥재은,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25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윤기섭 의원 (1명) (2022.10.12. 발의)

- 찬성의원

: 김영철, 김용일, 김혜지, 박 석, 박영한, 박환희, 유정인, 이경숙, 이병
윤 의원 (9명)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황철규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
향,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 (22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김성준, 경기문,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박승진, 박영한, 서상열, 서준
오, 소영철, 아이수루,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유희, 최재
란, 홍국표 의원 (18명) (2022.10.12.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춘곤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태, 김형재, 박성연, 박영한, 박칠
성, 박환희,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의원 (22명)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발의의원

: 박성연,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영옥,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박영
한, 박춘선, 소영철, 송경택, 이봉준,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황철규 의원 (19명) (2022.10.11. 발의)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김혜지,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
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종길,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문성호,
박상혁, 박성연, 박중화,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옥재
은,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호정, 허
훈, 황철규 의원 (44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춘선,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
태, 김지향, 김춘곤,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유정인, 이경숙, 이승
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의원 (33
명) (2022.09.26. 발의)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허 훈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박상
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황유정, 황철규 의원 (24명)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길영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지
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효원, 장태용, 채수
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 (29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지향 의원 (1명) (2022.10.13. 발의)

- 찬성의원

: 김경훈, 김용일,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경
택, 유정인, 이봉준,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 (16
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최진혁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태수, 김형
재, 김혜영,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승진,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이영실, 이종
태,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의원 (29명)

- 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종길, 경기문, 김혜영, 김혜지, 박중화,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
윤, 이승복 의원 (10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이병도, 경기문, 김성준, 김인제, 남창진, 박강산, 박상혁, 박영한, 박유
진,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허 훈, 홍국표 의원 (23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인제 의원 (1명) (2022.10.11. 발의)

- 찬성의원

: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박강산, 박영한, 박칠성, 서상
열, 서준오, 소영철, 신복자,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의원 (21명)

- 소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박상혁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형
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28명)

- 소관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장태용,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
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도문열, 박상혁,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
택, 옥재은, 유정인, 윤영희, 이민석, 이민옥,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 (41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의원

: 정진술, 강동길, 김성준, 박강산,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왕정순, 유정
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용균, 정준호 의원 (15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유정희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성준, 김영옥, 김용일, 김춘곤, 남창
진, 박승진, 박영한, 서준오, 아이수루, 유정인, 이영실, 이종태, 임종
국,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20명)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한 신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
진,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유정인,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 (18명)

- 소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임규호 의원 (1명) (2022.10.0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성준, 김인제, 김혜지, 박강산, 박수빈, 박칠성, 서준오, 소영
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재란,
한 신 의원 (18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승진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칠성, 이민옥,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 (17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정진술,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
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
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
찬, 최재란, 한 신 의원 (36명) (2022.09.22.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임만균, 김성준, 남창진, 박영한, 박칠성, 이경숙, 이병도, 이소라, 이영
실, 이용균, 전병주, 최기찬, 홍국표 의원 (13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병도, 강동길, 경기문, 김성준, 김인제, 남창진, 박강산, 박상혁, 박영
한, 박유진,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정인,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홍국표, 황철규 의원 (24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병도, 경기문,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남창진, 박강산, 박상혁, 박영
한, 박유진,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정인,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허 훈, 홍국표, 황철
규 의원 (26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민옥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영한, 박칠성,
송경택, 이영실, 이용균, 장태용,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의원 (16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길영 의원 (1명) (2022.10.14.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남창진, 박칠성, 박환
희, 서상열, 송경택, 유정인,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의원 (19명)

- 소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병윤 의원 (1명) (2022.09.19.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
향, 김춘곤, 박영한, 봉양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신동원, 심미경,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
정, 황철규 의원 (27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숙자 의원 (1명) (2022.09.20.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
곤, 문성호, 박영한, 서호연, 소영철, 심미경, 윤기섭, 이병윤, 이종태,
최민규, 황유정, 황철규 의원 (20명)

- 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박상혁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형
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
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29명)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서상열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고광민, 김길영,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환희, 유만희, 유정인, 장태
용, 채수지, 허 훈 의원 (11명)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춘곤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형재, 박칠성, 송경택,
유만희,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의원 (16명)

- 소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신복자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동욱, 박환희, 소영철, 유정인, 이민석, 장태용, 채수지, 최호
정, 홍국표 의원 (10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숙자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김영철,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칠성, 송경택, 유만희, 이민석, 이종
환, 장태용, 홍국표 의원 (11명)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상훈 의원 (1명) (2022.10.11.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성준, 김종길, 김혜지, 박중화, 성흠제, 소영철, 윤기섭, 이병
윤, 임규호 의원 (10명)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준호, 강동길, 경기문, 곽향기,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
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 (24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효원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박칠
성,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21명)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서호연, 김길영,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장태용, 채수지, 최호정, 허
훈, 황철규 의원 (10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경기문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창
진, 도문열,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
규 의원 (26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장태용,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
태,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 (27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강동길, 경기문,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민병주, 박영
한,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홍국표 의원 (16
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성연 의원 (1명) (2022.10.11. 발의)

- 찬성의원

: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박영
한, 박칠성,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이민석, 이성배,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황철규 의원 (21명)

- 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서준오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박영한, 박칠성, 이민옥, 이병도, 이소
라, 이영실, 임만균, 전병주, 최기찬 의원 (13명)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 경 의원 (1명) (2022.10.05. 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강석주, 고광민,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
일, 김원태, 김인제, 김춘곤, 김현기, 남창진, 문성호,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
혁, 신복자,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상훈, 이성배,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
태,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한 신, 허 훈, 황철규 의원 (58명)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성준, 강동길, 경기문, 김동욱, 김춘곤, 서상열, 서준오, 유정인, 유정
희,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의원 (15명)
(2022.10.14. 발의)

-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문열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
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옥재
은,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 (39명)

- 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서준오, 강동길, 김성준, 김용일, 김지향, 남창진, 박상혁, 박영한, 박칠
성, 서상열, 신복자, 이경숙, 이민옥, 이병도, 이영실, 이용균, 임만균,
전병주, 최기찬, 허 훈, 황철규 의원 (21명) (2022.10.17. 발의)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한 신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
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이민옥,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의원 (17명)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박강산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남창진, 박유진, 박칠성, 성흠제,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이
민옥, 이병도, 이소라, 이승미, 임규호, 전병주, 최재란, 홍국표 의원
(16명)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2022.10.21. 회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최재란 의원 (1명) (2022.10.17. 발의)

- 찬성의원

: 경기문, 김규남, 김성준,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민병
주, 박강산, 박수빈,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송경택,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임종국,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 (24명)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2022.10.21. 회부)

② 위원장 제안 의안 : 1건
《

》

제안 : 도시안전건설위원장(2022.10.31.)

❍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다중밀집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구 결의안

③

시장 제출 의안 : 48건(예산안 1, 조례안 23, 동의안 20, 의견청취안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8건]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14건]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 4건]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3건]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8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 1건]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 1건]
❍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 5건]
❍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교통위원회 소관 : 1건]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3건]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④

교육감 제출 의안 : 10건(예산안1, 조례안 4, 동의안 5)

[교육위원회 소관 : 6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2건]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

⑤

시민 제출 청원 : 2건

[교통위원회 소관]
❍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 소개의원 : 최호정 의원
- 청 원 인 : 고동순 외 4,014명

[교육위원회 소관]
❍ (학교법인 송곡학원)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
- 소개의원 : 민병주 의원
- 청 원 인 : 송화영 외 3,661명

□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총 1건)

❍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관련
- 2022. 9. 21. 정진술 의원 질문
- 2022. 10. 4. 서울특별시장 답변서 제출

□ 집행부 보고 사항(시장 3, 교육감1)
[서울특별시장]

❍ 2022 회계연도 제1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제출(시장, 2022.10.4.)[붙임1]
❍ 2022 회계연도 제1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제출(시장, 2022.10.11.)[붙임2]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시장, 2022.10.18.)[붙임3]
[서울특별시교육감]

❍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출(교육감, 2022.10.27.)[붙임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