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15회 정례회 1차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4인)

2.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5인)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5인)
안건

4.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0인)
찬성의원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97인)

곽향기 구미경 김

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상혁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박강산 박수빈 송재혁
(3인)
안건
재석의원
(102인)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찬성의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101인)

구미경 김

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강산 박상혁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강동길
(1인)
안건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1인)
찬성의원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98인)

곽향기 구미경 김

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강산 박상혁 박성연

박수빈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박승진 이영실 최재란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