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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김태경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로는 길목에서 제33호 의회소식지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이번 33호 의회소식지에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6개월의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를 통해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여 시민 여러분께 열린 의정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며 의회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최근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인구 5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8대 시흥시의회는 시민중심 열린 의정을 모토로 현장중심의 현실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는 수준 높은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진정한 시민행복을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흥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돼지띠의 해, 시민 여러분께 황금같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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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시흥시민 여러분,
제33호 시흥시의회 소식지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시흥시의회 소식지에는 지난 6개월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의정 활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초선의원이 대다수인
8대 의회는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로 관련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수시로 열어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민의가 심의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미래 산업 도시로 거듭나는 신선한 변화의 시작에 서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시흥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8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의 상징인 돼지의 해인만큼
시흥의 발전에 시흥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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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시흥시의회의 개원식이 2018년 7월 2일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2018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14명의 시의원은 11명의 초선의원과 3명의 재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선의원의 수가 많은 만큼 어느 의회보다 투지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태경 의장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앞으로 동료의
원님 한분 한분의 말씀과 깊은 뜻을 새기며 47만 시흥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흥
시 발전을 위한 제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오인열 부의장은 시의원들을 대표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했습니다.
또 시의원 전원은 의원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공익증진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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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8대 시흥시의회는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
는 슬로건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에
열정을 더했고, 14명의 의원들이 늘 시민의 가까이에서 민원 해결에
도 앞장서왔습니다. 초선의원들의 넘치는 열정과 재선의원들의 경험
을 통한 노련미로 시흥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부응하였습니다.
이제 8대에 접어든 시의회는 지역의 성장과 비례해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시흥
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습니다. 제8대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시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차게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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ഥਤਗഥ 는 회기조정과 의회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의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활동 및 세미나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7월 13일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선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춘호의원을 선임
하고 안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건과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
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 내실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상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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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
위원회별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관할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에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같은 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면서 이번 행정사
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
며,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의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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೯ਤਗഥ 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심사하는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소관부서의 행정 집행실태를 감시·감독

하는 활동을 하며,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부위원장에 홍헌영의
원을 선임하고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과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과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및 조례와 기타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권화폐 이외에 모바일 시대에 맞게 전자화폐를 추가하
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연
한도를 수정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은 혜택을 주기 위해 홍
원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당초에 3종에서 5종으로 변경하고 설·추석 명절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와 개인이 시흥화폐를 할인구매 할 때 월 한도가 40만원인 것에 다라 연 한
도를 48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여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국 편제
의 필요성과 일부 국과 부서의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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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
의안」 등 20건을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또한 11월 22일
부터 29일까지 8일간 기업지원과, 주민자치과, 노인장애인
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
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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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열린의정 제8대 의회 Ⳓ 제8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ਦ࿇ྺወ
ወ

بदജ҃ਤਗഥ 는 시흥시 전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기
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이복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시
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특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
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
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특별
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요금인 하수도 요금을 총 2년간 25퍼센트(%)를 인
상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시민에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
이라 판단되므로, 2018년 9퍼센트(%), 2019년 8퍼센트(%), 2020년 8퍼센트(%) 등 총 3년간
2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용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5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
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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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10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을 에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제안하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program)
을 연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추가 사업비를 편
성하도록 예산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하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 시설인 축사 등에 사육장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
하여 심사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책국,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대상
으로 총 20건으로 결정하였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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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Ⳓ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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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259⫭
ᱽ3₉ ᅙ⫭᮹ 2018. 9. 17.

정책 구호만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품격 있는 시흥시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을 위한 장소의 부족으로 부천시, 안산시, 서울특별시 등
타 도시로 가야만 되는 현실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의 장래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 자연과 함께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숲 체험의 장,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상시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식품체험안전센터, 교통사고
를 줄이고자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통공원, 장래의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안돈의 의원

것인지에 대한 직업체험의 장소 등 많은 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고자 한다면 과감한 투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 3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되
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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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님, 세상의 인재를 투명하게 발탁하십시오.
시장은 약 1,300여 명의 시흥시 공무원과 함께 시흥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들
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충만한 에너지(energy)는 시흥시 비전(vision)과 시흥시민 행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와 믿음 그리고 상식
적인 정책 제안과 반론이 보장된 자유로운 토론에서 나옵니다.
최근 시장은 시흥시에 정무직 공무원을 14명 배치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14명 모두
시장과 함께 시흥시 행정을 이끌어 갈 출중한 인물들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이 쓰고자 하는 정무직 인사는 일반직 공무원이 갖추지 못한 특정 실력을 갖춘
성훈창 의원

인재여야 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흥시의회와 언론에 어떤 인재를
왜 뽑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보
은인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흥시와 우리 신임 시흥시장이 이런 감사에 휘둘려 시흥시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
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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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있지만 일반차가 다니지 못하는 즉 도로의 역할을 하지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달월역입니다.
달월역을 가기위해서는 서해안로와 봉화로가 있는데 두 개의 대로에는 달월역을 가도
록 유도하는 안내 이정표 조차 찾아 볼수 없습니다. 시흥시는 개통한 수인선 달월역
의 존재도 이용방법 조차 모른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달월역 진입도로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십니까?
이들 업체들이 이용하는 덤프트럭은 하루에도 수 백 대가 오가며 비산먼지를 내뿜고
오인열 의원

도로를 파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는 자체 세륜시설을 설치해
서 비산먼지와 도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반드시 달월역
주변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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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공동주택단지는 총 273개 단지가 있으며, 이중 10년이 경과한 단지가 215개
로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일부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제는 적극
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도 기본권, 즉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
는 ‘주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민의 64%인 과반수가 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세대수
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특성상 유지관리에 중요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안전관
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수 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0년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
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방역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만
실시함으로 인해 일반지역의 방역에 따른 병충해가 공동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동주택 거주하는 시민이 일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역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
는 시민들이 불만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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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Ⳓ 시정질문

시정
질문
Ⅰ 박춘호 의원 (제2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Ⅰ
⩶ݡ₉ప᮹ ႅᔹ ᇩჶᵝ₉ ݉ᗮ ၰ ⧕đႊᦩᨱ ݖ ⧕ݡᄡ ⧕ ݍ
Ḳ⧪ᇡ ݖᄡ ⩶ݡ₉ప ᇩჶᵝ₉šಉ ݉ᗮ Õᙹ۵ 2016֥ 4,003Õ, 2017֥ 5,491Õ, 2018֥ 7ᬵ ั

ʑᵡ 3,133Õᮝಽ ┾ḡḡǍ }ၽᔍᨦ ॒ᮝಽ ݉ᗮ ḡᩎᯕ ⪶ࡹݡ໕ᕽ ݉ᗮ Õᙹࠥ ᱱ₉ ᷾a⦹Ł
ᯩ۵ ᝅᱶᯕ໑ ݉ᗮᨦྕ۵ ྜྷ⪵⩶ݡ₉పᮡ ᵝ 2⫭, Õᖅʑĥ₉పᮡ ᵝ 1⫭ ᱶࠥ e ᱶʑ݉ᗮ
ၰ ᙹ݉ᗮᮥ ᝅ⦹Ł ᯩ݅ܩ.
݅อ ᨕಅᬕ Ğᱽ ᔢ⫊ᮥ qᦩ⧁ ভ ᱢၽ  5อᬱᨱᕽ 20อᬱ᮹ ŝḶɩᯕ ᇡŝࡹŁ ᯩᨕ ᩢᖙ⦽
⪵ྜྷᔍᨦᯱॅᨱí ၙ⊹۵ Ğᱽᱢᯙ ᇡ ⦽ੱ ݕeŝ⧁ ᙹ ᨧ۵ äᯕ ⩥ᝅ᯦݅ܩ.
⦹ḡอ ၝ᮹ ᦩᱥᅕ݅ ᬑᖁ ࢁ ᙹ۵ ᨧʑ ভྙᨱ ᔢ ၰ Łḩᱢᯙ ᇩჶᵝ₉ ₉పᨱ ⧕ݡᖁ
vಆ⦽ ݉ᗮᮥ ᝅ⦹Ł ၝ ᮹ ᱽŁෝ ᭥⦽ ḡᗮᱢᯙ ⪮ᅕ᪡ ĥࠥ ⪽࠺, ⪵ྜྷŖᩢ₉Łḡ ᳑
ᖒᮥ ☖⧕ ᇩჶᵝ₉ ྙᱽෝ ⧕đ⧕ ӹaࠥಾ ⦹ā݅ܩ.

박춘호 의원

ᱶ᪶࠺ ₉݉ךḡ ⬥໕ࠥಽ ⪵ྜྷ₉Łḡ ᳑ᖒ ၰ ₉Łḡ ⪶ᅕ ႊᦩᮡ ྕᨨᯙa?
Ḳ⧪ᇡ ݖᄡ  Ḳ⧪ᇡᨱᕽ۵ ⪵ྜྷŖᩢ₉Łḡ ᳑ᖒᮥ ᭥⧕ ⯆ ⪵ྜྷŖᩢ₉Łḡ ᳑ᖒ ┡ݚᖒ
᳑ᔍ ၰ ʑᅙĥ⫮ ᙹพ ᬊᩎᮥ 2018֥ 3ᬵᨱ ↽᳦ ᪥ഭ⦽ đŝ 1ᙽ᭥۵ ᇢᇡ ၰ ࠺ᇡ ᔾ⪽ǭᯙ ם
ł࠺ ⪵ྜྷŖᩢ₉Łḡ, 2ᙽ᭥۵ ԉᇡᔾ⪽ǭ ⪵ MTV(Multi Techno Valley) ⪵ྜྷ₉Łḡ, 3ᙽ᭥۵
ᵲᝍᔾ⪽ǭ ႊᔑ࠺ ⪵ྜྷŖᩢ₉Łḡෝ ᖁᱶ⦹ᩡ݅ܩ. ⪵ྜྷŖᩢ₉Łḡ ᳑ᖒᮡ ᬊᩎ đŝ ᙽ᭥
ᨱ  ᳑ᖒ⦹۵ äᯕ ┡݅ܩ⧊ݚ. ə్ӹ ᱶ᪶ǭᩎ᮹ ⩶ݡ₉ప ᇩჶᵝ₉ಽ ᯙ⦽ ၝॅ᮹ Ł∊
ᮥ ᔾb⦹ᩍ 2ᙽ᭥ᯙ ⪵ MTV(Multi Techno Valley)ᇡḡᨱ ⦹ݡᩍ ᬑᖁᱢᮝಽ ᇡḡ ๅ᯦እࠥ
⪶ᅕ⦹ᩍ ᯥᱢᮝಽࠥ ᵝ₉⧁ ᙹ ᯩࠥಾ ↽ᖁᮥ ݅⦹ā݅ܩ.

Ⅰ 이상섭 의원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Ⅰ
Ų⯆ ᅕɩᯱญᵝ┾ᯕ ≉ᗭࡹŁ ✚ᄥšญḡᩎᮝಽ ḡᱶࡽ ⬥ Ğʑࠥᨱᕽ ℉݉ᔑᨦ݉ḡᮁ⊹
॒ ฯᮡ ەᜅa ᯩᨩᮝӹ ⩥ᰍʭḡ ᝅḩᱢᯕŁ aᱢᯙ ⬥ᗮݡ₦ᯕ ᨧᨕ ḡᩎᵝၝŝ ⧕☁ ݚḡ
ᵝॅ᮹ ᇩอŝ ᬱᯕ ⍅Კqᨱ  ⩥ᰍ ✚ᄥšญḡᩎߑ  ⦽ݡ ᱶᇡ᮹ ݡ₦ᮡ ྕᨨᯙa?
Ḳ⧪ᇡ ݖᄡ ⷣŲ⯆ ŖŖᵝ┾ḡǍ ⧕ᱽ ၰ šญݡ₦ⷤᨱ ⬥ ⦽ݡᗮĥ⫮᮹ ᯝ⪹ᮝಽ ✚ᄥš

ญḡᩎ ԕ ᩢᖙŖᰆ ၰ ᱽ᳑ᨦᗭ᮹ ᯕᱥ o ᱶእႊᦩᮝಽ 2016.10.21ᯝ šĥʑšᯙ Ğʑࠥ, ⯆,
Ų, ⦽ǎ☁ḡᵝ┾Ŗᔍ, ĞʑࠥŖᔍ᪡ ࠺ ḡᩎ ԕ Ų⯆ ▭Ⓧי႙ญ ᳑ᖒ ⇵ḥᮥ ᭥⦽
ᨦྕ⩲᧞ᮥ ℕđ⦹ᩡ݅ܩ.
▭Ⓧי႙ญ ᳑ᖒᔍᨦ ᵲ ᯝၹᔑᨦ݉ḡᨱ ⧕ݡᕽ۵ ⦽ǎ☁ḡᵝ┾Ŗᔍa 2017. 7. 19ᯝ ḡᱶǭᯱᯙ
Ğʑࠥᨱ ᯝၹᔑᨦ݉ḡĥ⫮ ᯙᮥ ᝁℎ⦹ᩡ݅ܩ. ⦽⠙, 2017. 12. 8ᯝᨱ۵ ĞʑࠥŖᔍa ℉
݉ᔑᨦ݉ḡĥ⫮ᨱ  ⧕ݡᯙᮥ ᝁℎ⦹ᩍ ⩥ᰍ šĥʑš ⩲᮹ෝ ḥ⧪ ᵲᨱ ᯩᮝ໑, 2018. 9. 13ᯝᨱ
۵ ᯝၹᔑᨦ݉ḡᨱ  ⦽ݡĞʑࠥ ḡႊᔑᨦ݉ḡĥ⫮ᝍ᮹᭥ᬱ⫭ෝ }↽⧁ ᩩᱶᨱ ᯩ݅ܩ.
ᯝၹᔑᨦ݉ḡ ၰ ℉݉ᔑᨦ݉ḡᨱ ⧕ݡᕽ۵ ɩ֥ ᵲᮝಽ ݉ḡĥ⫮ ᯙ Łෝ ᪥ഭ⦹Ł, 2019֥
ᅕᔢၰ ₊Ŗᮥ ḥ⧪⦹ᩍ 2023֥ ั ᵡŖᮥ ༊⢽ಽ ⇵ḥ ᵲᨱ ᯩᮝ໑, ᔍᨦ᮹ ᱢʑ ⇵ḥᮝಽ ḡᩎ
ᵝၝ᮹ ᇩ⠙ᮥ ⧕ᗭ☁ಾ יಆ⧁ ᩩᱶ᯦݅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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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의원

⯆᮹⫭ᗭ ǖYro1#66 ǖfrxqflo1vlkhxqj1jr1nu

Ⅰ 이복희 의원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Ⅰ
ŝฝᱡᙹḡ᮹ ᙹḩ᪅ᩝ ݡ₦ŝ ᵝᄡ ⪹Ğ}ᖁ µ⫮ᨱ ݖ ⧕ݡᄡ ⧕ ݍ

이복희 의원

Ḳ⧪ᇡ ݖᄡ ⠱ᙹ႑⇽ᖅŝ }ᯙ⦹ᙹญᖅ ॒ᨱ  ⦽ݡḡࠥ·ᱱá v⪵ෝ ☖⧕ ᪅ᩝྜྷḩ ᮁ᯦
ᮥ ᬑᖁ ₉݉⧕ ӹa۵ ⦽⠙ ᪅ᩝᬱᨱ  ⦽ݡᱶ⪶⦽ ᇥᕾᮥ ☖⧕ ɝᬱᱢᯙ }ᖁݡ₦ᮥ ษಉ⎵ᯱ
2019֥ 3ᬵᇡ░ ᧞ 8}ᬵe ᙹḩ}ᖁ ᬊᩎᮥ ⇵ḥ⧁ ĥ⫮ᯕ໑, ᪅ᩝᬱ ᮁ᯦₉݉, ᱡᙹḡ ᵡᖅ ॒
ᬊᩎđŝ ࠥ⇽ࡽ }ᖁႊᦩᨱ  ⧕ݡšಉᇡᕽ ၰ ᱡᙹḡ ᙹ໕šญᯱᯙ ⦽ǎᨕⅭŖᔍ ॒ŝ᮹ ⩲
᮹ෝ ☖⧕ }ᖁᔍ⧎ᮥ ᱢɚ ⇵ḥ⧉ŝ ࠺ᨱ ⨆⬥ ⊽ᙹŖe ᳑ᖒ  ḡᩎᵝၝŝ ᯕᬊᯱॅᯕ ᙹ
ᄡŖeᮥ ⏭ᱢ⦹í ᯕᬊ⧁ ᙹ ᯩ۵ ᙹḩᮥ ⪶ᅕ⧉ᮡ ྜྷು, ࠺ ḡᩎᯕ ⦽vᙹĥ ᙹḩ᪅ᩝ ⅾపšญ
ݡᔢḡᩎᨱ ⧕⦹ݚ۵ อⓝ ᪅ᩝⅾపšญ ⧪ĥ⫮ ᯕ⧪ᨱࠥ ↽ᖁᮥ ݅⧁ ĥ⫮᯦݅ܩ.

ŝฝᱡᙹḡෝ ḡ┅ʑ ᭥⦽ ၝ·š ⩲᮹ℕ Ǎᖒᨱ  ⧕ݡ ᱶᇡ᮹ ᮹čᮡ ྕᨨᯙa?
Ḳ⧪ᇡ ݖᄡ ⯆a ᵝࠥ⦹ᩍ ŝฝᱡᙹḡ᮹ ᙹḩšญ᪡ ᵝᄡ⪹Ğ }ᖁᮥ ᭥⦽ ၝ·š⩲᮹ℕᯙ

ⲳᙹḩšญ ḡᩎ⩲᮹⫭Ⲵෝ Ǎᖒ⦹ᩍ ᬕᩢ⦹ࠥಾ ⦹ā݅ܩ. ⲳᙹḩšญ ḡᩎ⩲᮹⫭Ⲵ۵ ᇡ
ᰆᮥ ᮹ᰆᮝಽ ⦹Ł, šಉ ᇡᕽᰆ, ⦽ǎᨕⅭŖᔍ, ⪹Ğᱥྙa, ḡᩎᵝၝ ॒ᮝಽ Ǎᖒ⦹ᩍ ᬕᩢ
⦹໑ ᦿᮝಽ ᱶʑᱢᮝಽ ⫭᮹ෝ }↽⦹ᩍ ŝฝᱡᙹḡ ᙹḩ}ᖁᨱ ⦹ݡᩍ ם᮹⦹Ł, ᙹḩ}ᖁ ݡ
₦ᮥ ᙹพ⦹ᩍ ḡᗮᱢᮝಽ ᙹḩ}ᖁᨱ อᱥᮥ ʑ⦹Ł ⏭ᱢ⦽ ⪹Ğᮥ ᳑ᖒ⦹ࠥಾ ↽ᖁ᮹ יಆᮥ
݅ ⦹ā݅ܩ.

Ⅰ 홍원상 의원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Ⅰ
ᱶ᪶࠺ ᦦ≉ ၽᔾ᮹ ᬱᯙ ᵲ ⦹ӹᯙ าᮡྜྷšญᖝ░ᨱ  ⦽ݡḡᵲ⪵ᔍᨦ᮹ ḥ⧪ᔍ⧎ ၰ ᪥ഭᱱᮡ?
Ḳ⧪ᇡ ݖᄡ ⯆ ŖŖ⦹ᙹࠥ ᅖ⧊šญ ⧪ݡᖅ}పᔍᨦᮡ ⩥ᰍ᮹ ┩ᙹʑ࠺ᮥ ḡ⦹⪵⦹ᩍ

홍원상 의원

ᦦ≉ෝ }ᖁ⦹Ł, ʑĥ ᩍŝᖅᮥ ᖅ⊹⦹ᩍ ႊඹᙹḩᮥ ᦩᱶ⪵⧁ ĥ⫮ᯕ໑, 2018֥ 7ᬵᨱ ₊
Ŗ⦹ᩍ 2020֥ 7ᬵ ᵡŖᩩᱶ᯦݅ܩ. ⓕฑᨱթḡᖝ░ ၝe⚍ᯱᔍᨦᮡ ⦹ᙹ̝ʑ 240★, ᮭྜྷ
145★, ᇥ ى167ࠩ ॒ ⅾ 1ᯝ 552★ Ƚ༉ಽ ᱥญᖅ ḡ⦹⪵ෝ ☖⧕ ᦦ≉ෝ ᱡq⦹Ł, ᄲ⧊ᗭ⪵
ᖅᨱᕽ۵ ၵᯕ᪅aᜅෝ ᔾᔑ⧁ ĥ⫮ᮝಽ ⅾ ᔍᨦእ۵ 919ᨖᬱᮝಽᕽ, ǎእ, ࠥእ, ၝeᯱᅙᯕ
⚍᯦ࢁ ᩩᱶᮝಽ, ᱽ3ᯱ ᱽᦩŖŁෝ ☖⧕ 2018֥ 9ᬵ ᬑᖁ⩲ᔢݡᔢᯱෝ ᖁᱶ⦹ᩡŁ 2019֥ 3ᬵ
ʭḡ ⩲ᔢᮥ ᪥ഭ⧁ ĥ⫮᯦݅ܩ. 2019֥ 5ᬵʭḡ ŖŖ⚍ᯱšญᖝ░ ၰ ʑ⫮ᰍᱶᇡ ᝍ᮹ෝ ᪥ഭ⦹
Ł, 2019֥ 12ᬵᨱ Ŗᔍ₊Ŗ, 2022֥ 12ᬵᨱ ᵡŖ⧁ ᩩᱶ᯦݅ܩ.
႑ň⦽2₉ ᬑ⫭ࠥಽᨱ  ⦽ݡÕᖅ ĥ⫮ᮡ?
Ḳ⧪ᇡ ݖᄡ ᔩಽᬕ ࠥಽෝ }ᖅ⦹ʑ ᭥⧕ᕽ۵ ࠥಽჶᨱ ᮹⦽ יᖁ ᖁᱶ ၰ ࠥಽǍᩎ đᱶ Ł ॒

ᮥ ☖⧕ ࠥಽŖᔍෝ ⇵ḥ⧕ ⦹Ł, ᯕ⧕šĥᯱ᮹ ࠺᮹ ၰ ⚍⦽ ᱩ₉᪡ Ŗᱶᖒ, ∊ᇥ⦽ ┡ݚᖒᯕ
⪶ᅕࡹᨕ ⧊݅ܩ. ə్ӹ ⦽2₉ ᬑ⫭ ࠥಽ}ᖅᨱ ⧕ݡᕽ۵ ᵝᄡ ᯦ᵝၝŝ ݅ᙹ᮹ ᯕ⧕šĥᯱ
᮹čᯕ ᔢ∊ࡹ۵ ྙᱽa ၽᔾࡹŁ ᯩŁ, Ŗ࠺ᵝ┾ Õᖅᔍᨦᮝಽ ၽᔾࡹ۵ Ʊ☖ప ⪝ᰂ᮹ ⧕ᗭෝ ᭥
⧕ᕽ۵ ݚⅩ Ʊ☖ᩢ⨆⠪aෝ ᅕ᪥·}ᖁ⦹ᩍ Ʊ☖ ⪝ᰂᮥ ⧕ᗭ⦹ᩍ ⦹۵ ᱱ ॒ᮥ Łಅ⧁ ভ, ᄥࠥ
ᬑ⫭ࠥಽ}ᖅႊᦩᮡ ᯕ⧕šĥᯱ᮹ ࠺᮹ ၰ Ŗᱶᖒᮥ ⪶ᅕ ⧁ ᙹ ᨧ۵ ᔢ⫊᯦݅ܩ. ᯕᨱ ᬑญ۵ ݚ
Ⅹ Ʊ☖ᩢ⨆⠪aෝ ᅕ᪥·}ᖁ⦹ᩍ Ʊ☖ ⪝ᰂᮥ }ᖁ⦹Łᯱ, Ʊ☖ᝁ⪙ᵝʑ ᳑ᱶ ၰ aᄡ₉ಽ ᬕᩢ, ʑ
┡ ᮂƱᝁᖅ ॒ᨱ  ⦽᧲݅ ⦽ݡႊᦩᮥ ᙹพ⦹ᩍ á☁⧁ ĥ⫮᯦݅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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ԍ  উ ࠃ   יन൞नਖ਼ߪӑ
2018.12.18. ᱽᱶ

⯆ እᩢญၝe݉ℕ ḡᬱᨱ š⦽ ᳑ಡ
⪮ᬱᔢ ᮹ᬱ ݡ⢽ၽ᮹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
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
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
해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2018.12.18. ᱽᱶ

⯆ ᦥ࠺ɪ ḡᬱᨱ š⦽ ᳑ಡ
ᘂၙ⯍ ᮹ᬱ ݡ⢽ၽ᮹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위임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
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 ▲급직지원 방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시흥시아동급식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생 o안전교육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했다.

2018.12.18. ᱽᱶ

⯆ ᰍӽ≉᧞ĥ⊖ ḡᬱ ᳑ಡ
ᯕᅖ⯍ ᮹ᬱ, ၶ⇹⪙ ᮹ᬱ Ŗ࠺ၽ᮹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
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 정의 ▲지원대
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
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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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ᗭ ǖYro1#66 ǖzzz1vkfrxqflo1qhw

2019.01.04. ᱽᱶ

⯆᮹⫭ ᨦྕ⇵ḥእ Ḳ⧪ʑᵡ ၰ Ŗ}ᨱ š⦽ ᳑ಡ
⪮⨭ᩢ ᮹ᬱ ݡ⢽ၽ᮹

시흥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
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보공개 범위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2019.01.04. ᱽᱶ

⯆ ⦺Ʊᅖ⧊⪵ᖅ ᖅ⊹ ၰ ᬕᩢᨱ š⦽ ᳑ಡ
ᯕᔢᖎ ᮹ᬱ, ⪮ᬱᔢ ᮹ᬱ, ʡᙹ ᮹ᬱ Ŗ࠺ၽ᮹

지자체 연계협력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
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
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
관리 하기 위해 ▲학교복합화시설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 ▲시설개
방 근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 등에 대
한 내용을 규정했다.

2019.01.04. ᱽᱶ

⯆ ԉᇢƱඹ⩲ಆᨱ š⦽ ᳑ಡ
ᘂၙ⯍ ᮹ᬱ, ᯕɩᰍ ᮹ᬱ, ⪮⨭ᩢ ᮹ᬱ Ŗ࠺ၽ᮹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북한의 올
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 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 할수
있는 건거를 마련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남
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대상 ▲업무의 위탁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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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지 정기구독 Ⳓ 신청방법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안내 ]
द൜दഥחदঌӂܻҗৌܽഥ ࣗాഥҳഅਸਤ೧ഝزਸ࠺܃ೠഥࣗधਸ
|द൜दഥࣗध}ਸ߈ӝ߹ߊ۽೯ೞҊणפҳةਸਗೞदחदৈ۞࠙ইېҳة
नࢲҕۆਸਕੌݫաಂझࠁ۽ղदӝ߄פۉ
¡नߑߨইېҳةनࢲࢿറಂझաഥࢎޖҴഘࠁಞ߂ߑࣻޙоמ
ಂझ 
ಞ߂ߑ҃ࣻޙӝبद൜दद ۽അ زഥزகഥࢎޖҴഘࠁ
¡ഥࣗधҳةनҙ۲ࢎޙ೦ഥࢎޖҴഘࠁñ 

᮹⫭ᗭḡǍࠦᝁℎᕽ
ᖒ
ᩑ
(ᬑ⠙ჩ⪙)
ᵝ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시흥시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식지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기구독 해지 신청 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소식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년
신청인

34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ၝᵲᝍ ᩕฑ᮹ᱶ

월

일

(서명 또는 인)

ၝᵲᝍᩕฑ᮹ᱶ

vol.33

SIHEUNG CIT Y COUNCIL NEWSLE T 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