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6년10월1일(단기4289년)(월) 상오
식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
4. 인사
5. 만세삼창
6. 폐회
○시정과장 이성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3회임시회

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배례가 있겠읍니다.
(국기배례와 애국가봉창이 있음)
다음 의장님의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3회임시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잠

깐 말씀 들이겠읍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바와같이 유인물로 통고돼서 오늘
47인 전원이 다 참집이 되섰읍니다. 에······여기에 대하여 임
시회의가 있었고 창졸간에 졸지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소집하
게 된데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
시고 또 이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긴급히 할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만은 우리 잘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법 22

조에 뚜렷이 나타난것이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의원 3분지

- 1 -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때는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권
한이 없읍니다.
특별히 여기서 긴급을 요한다고 할때에는 7일 이전에 공고
하지않고 소집할수 있는것이 23조에 있읍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일시
차입건에 대한얘기······ 그 문면으로 봐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했읍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들이면 면담으로 하지않고 며칠동안에
제가 치통으로 앓고있는 동안에 전화로 연락이 있어서 처음
에는 거부도 했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긴급을 요한다고 생
각해서 전화로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세한 유인물에 의해서 볼 것같으면 여러가지 계
획성없다는 것을 얘기 안할수 없고 다소간 얘기가 있었으나
일단 말로 승인한다고 했으니 다시

취소할수도 없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했읍니다. 바라건데
의원여러분께서는 모처럼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이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게된데 잘 심사숙고하셔서 여기에 시로서도 불
가피한 사정으로 이런 소집을 행한것이니 만큼 사정을 살펴
서 우리는 일방적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 대하여
여기에 협조하는 정신 또 시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것이 옳
다고 생각하신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더할 말씀 많지만 간단히 이말씀으로 식사에 대신해서 오
늘 개회하는데 간단한 말씀을 들인것이 올시다.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 시장님의 인사에······ 시장님께서

오늘아침 삼군기념행사가 있기때문에 거길 나가셨읍니다. 그
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부시장님께서 대독을 해들이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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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부시장께서 시장인사말씀 대독이있었음)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 만세삼창 부의장님께서 지금 UN가

입추진위원회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선창을 해주시겠읍니다.
(김상흡위원(운영위원장)선창으로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의
회만세삼창이 있음)
이상으로 개회식을 끝맞겠읍니다.
(11시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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