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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회운영 총괄
구분

 2021년
(회기별)

회기(단위: 일) 안건처리(단위: 건)

계 임시회 정례회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시정질문 기타

제250회 임시회
(2. 1.)

1 1 16 11 1 2 2

제251회 임시회
(3. 12. ~ 3. 17.)

6 6 12 7 1 3 1

제252회 임시회
(4. 6. ~ 4. 14.)

9 9 13 5 1 1 6

제253회 임시회
(5. 11. ~ 5. 17.)

7 7 14 10 1 1 2

제254회 제1차 정례회
(6. 2. ~ 6. 17.)

16 16 18 5 1 1 7 4

제255회 임시회
(9. 2. ~ 9. 10.)

9 9 26 21 1 3 1

제256회 임시회
(10. 12. ~ 10. 18.)

7 7 15 6 8 1

제257회 임시회
(11. 2. ~ 11. 16.)

15 15 7 5 2

제258회 제2차 정례회
(12. 1. ~ 12. 21.)

21 21 46 32 3 7 4

계 91 54 37 167 102 8 15 2 17 23

제2절 회기별 운영현황
1. 제250회 임시회

●  회기: 2021. 2. 1.(월)

●  처리안건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헌의원,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최동환의원)

-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영애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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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김봉균 의원 외 11명)

-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최인생 의원 외 11명)

제1장 의정관리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  1995. 05. 19.   초대 사천시의회 원구성(의원 23명)

●  1995. 07. 12.   제2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8명)

●  1997. 01. 12.   제2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8명)

●  1998. 07. 08.   제3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0. 07. 10.   제3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2. 07. 10.   제4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4. 07. 10.   제4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4명) 

●  2006. 07. 05.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08. 07. 17.   제5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0. 07. 20.   제6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2. 07. 06.   제6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4. 07. 01.   제7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6. 09. 21.   제7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18. 07. 05.   제8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  2020. 07. 02.   제8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원 12명)

2.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집필자: 의정팀장  이 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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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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2021. 9. 2.(목) ~ 9. 10.(금) 9일간

● 처리안건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정화의원,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영애의원)

- 사천시 아이스팩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

7. 제256회 임시회

● 회기: 2021. 10. 12.(화) ~ 10. 18.(월) 7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숙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 15건

8. 제257회 임시회

●  회기: 2021. 11. 2.(화) ~ 11. 16.(화) 15일간

●  처리안건

-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9. 제258회 제2차 정례회

●  회기: 2021. 12. 1.(수) ~ 12. 21.(화) 21일간

●  처리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구정화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경숙의원, 구정화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2. 제251회 임시회

●  회기: 2021. 3. 12.(금) ~ 3. 17.(수) 6일간

●  처리안건

-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김규헌의원, 김경숙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최동환의원)

-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 시정질문(전재석의원, 김영애의원, 김경숙의원)

3. 제252회 임시회

●  회기: 2021. 4. 6.(화) ~ 4. 14.(수) 9일간

●  처리안건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4. 제253회 임시회

●  회기: 2021. 5. 11.(화) ~ 5. 17.(월) 7일간

●  처리안건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김영애 의원 외 11명)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5. 제254회 제1차 정례회

●  회기: 2021. 6. 2.(수) ~ 6. 17.(목) 16일간

●  처리안건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영애의원)

-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 시정질문(전재석의원, 최인생의원, 김행원의원, 김영애의원, 최동환의원, 김경숙의원, 구정화의원)

6. 제25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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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숙의원, 김봉균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외 11명)

-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

- 시정질문(김경숙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김영애의원, 김봉균의원, 박종권의원)

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제250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1. 2. 1.(월) 1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행원

- 부위원장: 김경숙

- 위원: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활동기간: 2021. 4. 5.(월) ~ 4. 24.(토) 20일간

- 구성: 5명(김영애의원, 강효정, 김수진, 이상석, 천헌권)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제252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1. 4. 6.(화) ~ 4. 14.(수) 9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행원

- 부위원장: 없음

- 위원: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 활동기간: 2021. 4. 7.(수) ~ 4. 26.(월) 20일간

- 구성: 5명(김영애의원, 강효정, 김헌, 이상석, 제준봉)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53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1. 5. 11.(화) ~ 5. 17.(월) 7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경숙

- 부위원장: 김규헌

- 위원: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의원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776,391,247천원

- 삭감액: 0천원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규헌의원, 구정화의원, 김경숙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봉균의원, 구정화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김여경의원, 김규헌의원, 김경숙의원, 김봉균의원)

-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규헌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행원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박종권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김행원의원)

-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전재석의원, 김영애의원, 김행원의원, 박종권의원)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최동환의원, 김행원의원,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최인생의원,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구정화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김경숙의원, 구정화의원, 최동환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규헌의원, 구정화의원, 김경숙의원, 최인생의원)

-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

(김봉균의원, 구정화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여경의원, 김경숙의원, 김규헌의원, 김봉균의원)

-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의원, 김규헌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원의원, 김봉균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권의원, 김여경의원, 김영애의원, 김행원의원)

-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재석의원, 김영애의원, 김행원의원, 박종권의원)

-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동환의원, 김행원의원,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최인생의원, 박종권의원, 전재석의원, 최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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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애

- 부위원장: 전재석

- 위원: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최동환 의원

●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출예산액: 825,068,870천원

- 삭감액: 436,078천원

제4절 의정활동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활동기간: 2021. 6. 2.(수) ~ 6. 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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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 실천사항

- 20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 각종 공사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 20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민원 처리 사항

● 감사결과

- 지적사항: 162건(시정 2, 건의 159)

집필자: 의사팀장  이 중 기

4.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254회 제1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1. 6. 2.(수) ~ 6. 17.(목) 16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규헌

- 부위원장: 최동환

- 위원: 김경숙,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의원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세입결산액: 963,445,495천원

- 세출결산액: 773,764,883천원

- 순세계잉여금: 61,754,189천원

- 이월액: 121,042,753천원

- 보조금집행잔액: 6,883,664천원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55회 임시회)

●  활동기간: 2021. 6. 2.(수) ~ 6. 17.(목) 16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최동환

- 부위원장: 김영애

- 위원: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의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831,696,597천원

- 삭감액: 0천원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258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1. 12. 1.(수) ~ 12. 21.(화) 21일간

● 구성: 7명

- 위원장: 김영애

- 부위원장: 전재석

- 위원: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최동환 의원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출예산액: 849,568,280천원

- 삭감액: 0천원

7.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258회 제2차 정례회)

● 활동기간: 2021. 12. 1.(수) ~ 12. 21.(화) 21일간

● 구성: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