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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회운영 총괄
        구분

 2020년
 (회기별)

회기(단위: 일) 안건처리(단위: 건)

계 임시회 정례회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시정질문 기타

제239회 임시회
(02. 17. ~ 02. 21.)

5 5 20 12 3 2 3

제240회 임시회
(03. 04.)

1 1 4 2 1 1

제241회 임시회
(04. 06. ~ 04. 10.)

5 5 23 8 1 8 6

제242회 임시회
(05. 18. ~ 05. 22.)

5 5 22 20 1 1

제243회 제1차 정례회
(06. 03. ~ 06. 18.)

16 16 24 2 1 3 13 5

제244회 임시회
(70. 02. ~ 07. 03.)

2 2 1 1

제245회 임시회
(07. 20.)

1 1 2 2

제246회 임시회
(09. 08. ~ 09. 15.)

8 8 34 24 1 1 3 5

제247회 임시회
(10. 13. ~ 10. 19.)

7 7 5 4 1

제248회 임시회
(11. 02. ~ 11. 16.)

15 15 11 6 1 1 3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2. 01. ~ 12. 18.)

18 18 26 9 3 1 10 3

계 83 49 34 172 87 8 9 6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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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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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20.   제8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2.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집필자: 의정팀장  박 영 태

제1장 의정관리 제2장 의사관리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광위원회 건설항공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구정화 최인생

시안에 따라
구성 운영

부위원장 김행원 전재석

위원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김경숙
김봉균
최동환

의장

이삼수

부의장

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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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2회 임시회

▶ 회기: 2020. 5. 18.(월) ~ 5. 22.(금) 5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헌 의원, 최동환 의원,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최동환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행원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원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김행원 의원, 김여경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5. 제243회 제1차 정례회

▶ 회기: 2020. 6. 3.(수) ~ 6. 18.(목) 16일간

▶ 처리안건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5건

- 시정질문(최인생 의원, 김봉균 의원, 전재석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6. 제244회 임시회

▶ 회기: 2020. 7. 2.(목) ~ 7. 3.(금) 2일간

▶ 처리안건 

- 제8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7. 제245회 임시회

▶ 회기: 2020. 7. 20.(월) 1일간

▶ 처리안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8. 제246회 임시회

▶ 회기: 2020. 9. 8.(화) ~ 9. 15.(화) 8일간

▶ 처리안건

제2절 회기별 운영현황
1. 제239회 임시회

▶ 회기: 2020. 2. 17.(월) ~ 2. 21.(금) 5일간

▶ 처리안건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헌 의원, 최동환 의원,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김행원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경숙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전재석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김규헌 의원 외 11명)

-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외 11명)

2. 제240회 임시회

▶ 회기: 2020. 3. 4.(수) 1일간

▶ 처리안건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4건

3. 제241회 임시회

▶ 회기: 2020. 4. 6.(월) ~ 4. 10.(금) 5일간

▶ 처리안건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구정화 의원, 박종권 의원,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김여경 의원,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행원 의원, 최동환 의원)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 전재석 의원, 박종권 의원)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

- 시정질문(김경숙 의원, 전재석 의원, 김영애 의원, 최인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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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제239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0. 2. 17.(월) ~ 2. 21.(금) 5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전재석

- 부위원장: 김여경

- 위원: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의원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활동기간: 2020. 4. 1.(수) ~ 4. 20.(월) 20일간

- 구성: 5명(김여경 의원, 천헌권, 김기선, 강효정, 임이택)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41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0. 4. 6.(월) ~ 4. 10.(금) 5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여경

- 부위원장: 김행원

- 위원: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739,865,577천원

- 삭감액: 65,000천원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43회 제1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0. 6. 3.(수) ~ 6. 18.(목) 16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행원

- 부위원장: 구정화

- 위원: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777,137,504천원

- 삭감액: 0천원

4.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243회 제1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0. 6. 3.(수) ~ 6. 18.(목) 16일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원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

-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김영애 의원,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외 1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최인생 의원 외 11명)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외 11명)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

9. 제247회 임시회

▶ 회기: 2020. 10. 13.(화) ~ 10. 19.(월) 7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10. 제248회 임시회

▶ 회기: 2020. 11. 2.(월) ~ 11. 16.(월) 15일간

▶ 처리안건

-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 김규헌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박종권 의원)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9건

11. 제249회 제2차 정례회

▶ 회기: 2020. 12. 1.(화) ~ 12. 18.(금) 18일간

▶ 처리안건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김규헌 의원 외 11명)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 시정질문(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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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전재석, 김경숙, 김규헌, 최동환, 김영애 의원

▶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701,594,000천원

- 삭감액: 336,356천원

제4절 의정활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활동기간: 2020. 6. 3.(수) ~ 6. 18.(목) 16일간

▶ 감사대상기관: 본청,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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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 실천사항

-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각종 공사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민원 처리 사항

▶ 감사결과

     - 지적사항: 180건 (시정 23, 건의 157)

집필자: 의사팀장  김 승 훈

▶ 구성: 7명

- 위원장: 김행원

- 부위원장: 구정화

- 위원: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세입결산액: 935,590,344천원

- 세출결산액: 711,957,285천원

- 순세계잉여금:  64,288,660천원

- 이월액: 143,420,376천원

- 보조금집행잔액:  10,438,975천원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46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0. 9. 8.(화) ~ 9. 15.(화) 8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전재석

- 부위원장: 김여경

- 위원: 김행원, 김경숙, 김규헌, 최동환, 김영애 의원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809,207,874천원

- 삭감액: 0천원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49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0. 12. 1.(화) ~ 12. 18.(금) 18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여경

- 부위원장: 김행원

- 위원: 전재석, 김경숙, 김규헌, 최동환, 김영애 의원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812,033,395천원

- 삭감액: 0천원

7.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249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0. 12. 1.(화) ~ 12. 18.(금) 18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여경

- 부위원장: 김행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