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

회

5. 폐

사
식
(사회 : 의사팀장 남혜옥)

(10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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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운영되는 2021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살펴봄과 동시에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동두천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
하여 동두천시의회 행정이 발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암초에 동분서주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수칙준수 등 우리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보존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의정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와 흐름에 걸맞은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전문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의 해를 맞아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상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남혜옥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정문영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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