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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 1995.  5. 19.   초대 사천시의회 원구성(의원 23명)

◆ 1995.  7. 12.   제2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8명)

◆ 1997.  1. 12.   제2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8명)

◆ 1998.  7. 8.   제3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0.  7. 10.   제3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2.  7. 10.   제4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4.  7. 10.   제4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6.  7. 5.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08.  7. 17.   제5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0.  7. 20.   제6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3.  7. 5.   제6대 사천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4.  7. 7.   제7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6.  9. 21.   제7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8.  7. 4.   제8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2. 제8대 전반기 원구성

집필자: 의정팀장  박 영 태

제1장 의정관리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광위원회 건설항공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김경숙 최인생

시안에 따라

구성 운영

부위원장 최동환 김영애 전재석

위원

김여 

김행원

전재석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최동환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의장

이삼수

부의장

박종권

제1절 의회운영 총괄

구분
회기(단위: 일) 안건처리(단위: 건)

계 임시회 정례회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시정질문 기타

제229회 임시회

(2. 14. ~ 2. 19.)
6 6 17 13 1 1 2

제230회 임시회

(3. 5. ~ 3. 15.)
17 11 18 12 1 1 3 1

제231회 임시회

(4. 9. ~ 4. 15.)
24 7 10 5 1 4

제232회 임시회

(5. 9. ~ 5. 15.)
31 7 22 18 3 1

제233회 제1차 정례회

(6. 5. ~ 6. 19.)
46 15 23 10 3 1 5 4

제234회 임시회

(7. 11. ~ 7. 12.)
48 2 8 8

제235회 임시회

(9. 18. ~ 9. 25.)
56 8 16 13 1 2

제236회 임시회

(10. 14.~10. 18.)
61 5 11 9 1 1

제237회 임시회

(11. 4. ~ 11. 18.)
76 15 7 4 3

제238회 제2차 정례회

(12. 2. ~ 12. 20.)
95 19 23 10 3 3 1 4 2

계 95 61 34 155 102 7 11 5 12

제2절 회기별 운영현황

1. 제229회 임시회

◆ 회기 2019. 2. 14.(목) ~ 2. 19.(화) 6일간

◆ 처리안건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김행원의원,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13건

-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김여경의원, 김봉균의원, 김규헌의원, 김행원의원)

제2장 의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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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0회 임시회

◆ 회기: 2019. 3. 5.(화) ~ 3. 15.(금) 11일간

◆ 처리안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행원의원,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김여경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전재석의원, 구정화의원, 김행원의원, 최인생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경숙의원, 김행원의원, 김여경의원,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김경숙의원, 최동환의원, 김행원의원, 김영애의원, 김여경의원, 김규헌의원, 전재석의원)

- 시정질문(김봉균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3. 제231회 임시회

◆ 회기: 2019. 4. 9.(화) ~ 4. 15.(월) 7일간

◆ 처리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구정화의원,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경숙의원, 김행원의원, 김여경의원,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정화의원, 김여경의원, 김봉균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화의원, 김여경의원, 김봉균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4. 제232회 임시회

◆ 회기: 2019. 5. 9.(목) ~ 5. 15.(수) 7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경숙의원, 김영애의원,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전재석의원, 김규헌의원,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김봉균의원, 구정화의원)

-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참여 건의안 

(김경숙 의원 외 11명)

-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18건

5. 제233회 제1차 정례회

◆ 회기: 2019. 6. 5.(수) ~ 6. 19.(수) 15일간

◆ 처리안건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행원의원)

-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봉균의원, 김규헌의원, 김경숙의원, 김행원의원, 구정화의원, 김여경의원, 최인생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최동환의원 외 11명)

- 사천시 시민소통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 시정질문(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김영애의원, 김봉균의원, 구정화의원)

6. 제234회 임시회

◆ 회기: 2019. 7. 11.(목) ~ 7. 12.(금) 2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화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최인생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의원, 최인생의원, 김봉균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7. 제235회 임시회

◆ 회기: 2019. 9. 18.(수) ~ 9. 25.(수) 8일간

◆ 처리안건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여경의원,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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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최동환의원, 김경숙의원, 김영애의원)

-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정화의원, 최인생의원, 김영애의원, 김규헌의원, 전재석의원, 김봉균의원, 최동환의원)

-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숙의원, 김영애의원, 최동환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김행원의원, 구정화의원, 김경숙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8. 제236회 임시회

◆ 회기: 2019. 10. 14.(월) ~ 10. 18.(금) 5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행원의원,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9건

9. 제237회 임시회

◆ 회기: 2019. 11. 4.(월) ~ 11. 18.(월) 15일간

◆ 처리안건

-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 2019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7건

9. 제238회 제2차 정례회

◆ 회기: 2019. 12. 2.(월) ~ 12. 20.(금) 19일간

◆ 처리안건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 ~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헌의원, 최동환의원, 김여경의원, 김행원의원, 전재석의원)

-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최인생의원 외 11명)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문(최동환의원 외 11명)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13건

- 시정질문(최인생의원, 전재석의원, 김여경의원, 구정화의원)

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제229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19. 2. 14.(목) ~ 2. 19.(화) 6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행원

- 부위원장: 구정화

- 위원: 김영애, 김여경,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활동기간: 2019. 4. 1.(월) ~ 4. 20.(토) 20일간

- 구성: 5명(구정화의원, 정용구, 이상석, 김헌, 임이택)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30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19. 3. 5.(화) ~ 3. 15.(금) 11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구정화

- 부위원장: 최동환

- 위원: 김영애, 김여경, 김봉균, 김행원, 전재석 의원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733,971,568천 원

- 삭감액: 0천 원

3.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233회 제1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19. 6. 5.(수) ~ 6. 19.(수) 15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최동환

- 부위원장: 김봉균

- 위원: 구정화, 김영애,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의원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세입결산액: 836,019,587천 원

- 세출결산액: 618,505,615천 원

- 순세계잉여금: 73,379,764천 원

- 이월액: 136,976,811천 원

- 보조금집행잔액: 7,157,397천 원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35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19. 9. 18.(수) ~ 9. 25.(수)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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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7명

- 위원장: 김봉균

- 부위원장: 김영애

- 위원: 구정화,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772,670,447천 원

- 삭감액: 40,000천 원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38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19. 12. 2.(월) ~ 12. 20.(금) 19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영애

- 부위원장: 전재석

- 위원: 구정화, 김여경, 김봉균, 김행원, 최동환 의원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782,237,860천 원

- 삭감액: 0천 원

6.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238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19. 12. 2.(월) ~ 12. 20.(금) 19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영애

- 부위원장: 전재석

- 위원: 구정화, 김여경, 김봉균, 김행원, 최동환 의원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700,421,068천 원

- 삭감액: 660,000천 원

제3절 의정활동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활동기간: 2019. 6. 5.(수) ~ 6. 19.(수) 15일간

◆ 감사대상기관: 본청, 사업소, 읍·면·동

◆ 감사방법

-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실시, 현장 확인 및 서류 확인

-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실시

◆ 주요 감사사항

-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 실천사항

-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각종 공사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민원 처리 사항

◆ 감사결과

- 지적사항: 173건(시정 20, 건의 153)

집필자: 의사팀장  김 승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