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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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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면

2.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정용만의원외6인의원발의)-------------------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옥천의원외6인의원발의)-------------------4.’95년도각종시설공사현지시찰계획보고의건 (이한옥의원외6
인의원발의)------

면
면
면

5.휴회의건 (의장제의)------------------------------------------

면

(
11시11분개의) 정용만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
구가 있어 4월10일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제1
⃝議長 姜晶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
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
차본회의를 거행하겠습니다.

영계획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에
게 보고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4월 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공인조례중

⃝議事係長 金石崙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이 접수되여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8일

의결과를 보고하도록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중 의장단 임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범의원과 진준용의원

의 건이 있습니다.
본건이 상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
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

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
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1.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11시15분)

선거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
전의 시 또는 군의회 의장및 부의장의 잔여

⃝議長 姜晶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현 의장단의 임기
는 4월15일 까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9
5년 3월 27일 내무부로 부터 시군의

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
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

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
은 시군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시달
되었습니다.

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
월10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4월14일 부터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먼저
의결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4월19
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
되어 있고 ’
95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을 위
하여 본회의 회기중인 4월 15일부터 4
월 18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4일간 실시하는 시찰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晶遠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2.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
정용만의원외6인의원발의) (
11시16분)
⃝議長 姜晶遠 다음은 의장단 임기연장 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임기연장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2
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
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2
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

안하신 정용만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
한대로 김영범의원과 진준용의원을 선출하고

⃝鄭用萬 議員 정용만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연장 결정의 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
2
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의 부의장 정수등
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
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의원 여러분!
방금 정용만의원으로 부터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에

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최초
로 실시하는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
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최초의 의장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또는 군의회 의장및 부의장의 잔여기간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다고 되어있어 현의장단의 임기는 ’
95
년 4
월 14
일 까지 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95
년 3월 27
일 내무부로부터 시군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에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
침은 시군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시
달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천시의회 의장단의 임기
를 6월 30
일까지 77
일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사유로는 첫째 제1대 제천시의회 의장
단 잔여임기가 2개월반 밖에 남지않았고 통합
시의회 출범도 이제 겨우 3
개월 반을 경과 하

(
전옥천의원외6인의원발의)
(
1
1시2
1분)
⃝議長 姜晶遠

였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
모하기 위해서 의장단의 임기가 연장되어야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옥천

할것입니다.
둘째 제1대 제천시의회 의장단의 실제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27
일 전국동시에 실시되는 4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지방 선거기간중에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의정활동이 제한되어 실제 의
정활동 기간은 앞으로 40여일에 불과하므로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천시의회 제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

현 의장단의 잔여임기를 연장하여 제천시의회
를 운영함으로써 내실있고 일관성있는 의회운
영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의장단의 임기가 연

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
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부시장외 국.
실과장의

장되어야만 되겠기에 제안하오니 제안내용대
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全沃千 議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전옥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晶遠
다.

정용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
⃝議長 姜晶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찰 대상지 선정및 자료 취합및 검토를 하고 4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월 17일부터 4월 1
8일까지 2일간 현지시찰을
실시한 후 의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4.’
95년각종시설공사현지시찰계획보고의건
(
이한옥의원외6
인의원발의)
(
11시22분)

끝으로 금번 현지시찰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집행하고 아울러 집
행기관에서는 책임공무원의 현지안내로 본 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95
년

찰계획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각종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
95년 각종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 보고의 건

내용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
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晶遠

에 대하여 이한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晶遠
다.

이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

⃝李漢玉 議員 이한옥 의원입니다.
’
95
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이한옥의원으로 부터 ’
95년
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계획 보고의 건에

배부하여 드린 ’
95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
찰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95년도에 집

대한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기관에서 발주 착공중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시정
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시찰 결과 도출문제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점에 대한 시정과 제도적 결함 사항이 발견될
시 의정에 반영하여 해결코자 하는것입니다.
두번째 금번 현장시찰은 본 임시회의 회기

’
95 각종시설공사 현지 시찰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중 휴회기간에 활동하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및 주민복지와 직결된 사업장을 위주로 현지
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
95 각종시
설공사 현지 시찰계획 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째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5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15
일부터
4월 1
8일까지 4
일간 실시하고 4개반으로 편성

5.휴회의건

하여 ’
95년도에 추진중인 각종공사 전반과 각
종 이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시찰을 실시하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여론도 수렴토록

(
의장제의)
(
1
1시26
분)
⃝議長 姜晶遠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계획이 승
인되면 4월 15
일부터 4월 16
일까지 2일간 시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일반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 출석의원

상임위원회활동과 ’
95 각종시설공사 현지 시
찰을 위하여 4
월15일 부터 4
월18일 까지 4
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

議長

姜晶遠

副議長

議員

鄭用萬

金夏純

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까

李漢玉
尹長澤
朴鍾泰

全沃千
尹炳吉
嚴泰永

지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원여러분!

李相根
金榮範
李光珍

陳準龍
黃雲鶴
金周燮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차본회의는 4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崔景和
李鐘衡

金世來
辛兢元

또한 본회의에 접수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본회의 산회후 곧이어 총무위원
회가 개의되오니 해당 상임위원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95각종 시설공사 현지 시찰의 의정
활동이 시작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
동 자료수집을 활용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
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11시28분산회)

⃝출석공무원
副市長

李爀求

總務局長
社會經濟局長
農政局長

鄭雲學
安炳玩
金在俊

建設都市局長
保健所長
企劃擔當官

姜泰運
李松烈
申豊雨

總務課長

孫榮柱

金鵬起
金佺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