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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2016년 4월 18일(월)

제34회 임시회 개회



2면 | 제7호 2016년 4월 18일(월)제35회 임시회

제35회 임시회

△ 우강 무명섬 현장 △ (주)에스에이치 현장 △ 석문 왜목마을 현장

△ 송악 도시개발 사업지구

현장
방문

5분
발언

북당진 변환소, 
원만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 양기림 의원



2016년 4월 18일(월) 제7호 | 3면의정활동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명예읍·면·동장과의간담회

의회운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4면 | 제7호 2016년 4월 18일(월)의원출무일

1월 의원출무일

2월 의원출무일

3월 의원출무일



2016년 4월 18일(월) 제7호 | 5면봉사활동

설명절 요양시설 방문

사랑의 빵 제빵봉사

어르신 위한 급식 봉사



6면 | 제7호 2016년 4월 18일(월)주요안건

○의안 : 총13건 조례안11건, 동의안2건
○처리 : 원안가결 13건

제34회 임시회 및
주요안건 처리현황

처리구분 의 안 명 주요 내용처리결과발 의 자



2016년 4월 18일(월) 제7호 | 7면주요안건

○의안 : 총9건 조례안7건, 동의안2건
○처리 :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 계류 1건

제35회 임시회 및
주요안건 처리현황

처리구분 의 안 명 주요 내용처리결과발 의 자

시민 누구나 이용하세요! 당진시의회 시민쉼터!

시민여러분의 방청을 환 합니다.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TEL : 350-4811~5 FAX : 355-1901
http://council.dangjin.go.kr



8면 | 제7호 2016년 4월 18일(월)의회안내

구 분 회 의 일 정 일수 주요 내용 비 고

2016년도 당진시의회 회기 운 계획안

“시민여러분의뜻이의정에반 될수있도록
길잡이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

의회의 지위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확정 승인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결

■행정감시권
-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
-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시기능 수행

■자율권
- 지방의회의조직과운 에있어국가나집행기관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

■선거권
-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청원을 제출 받아 수리하고 처리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의사를 ▲
최종적 확정

입법기관

감시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제정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등을 감시

시민대표기관

▲ 자치단체의 의사를
시민을 대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