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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소식은 시민여러분께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제8호｜2016년 7월 11일(월)

제2회 의정정책포럼 개최
- 「시민이 행복한 당진, 정주여건 개선방안 토론회」열려 -



2면 | 제8호 2016년 7월 11일(월)임시회

제36회 임시회

제37회 임시회
△ 본회의 개회식 △ 홍기후의원 선서



2016년 7월 11일(월) 제8호 | 3면제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지방도 633호선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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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연구모임 발족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입법활동 도모와 입법 전문기관으로서 역량강화 -

의원 출무일 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2016년 7월 11일(월) 제8호 | 5면의정활동

당진 의용소방대 연합대와 소통 간담회 열어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소통 간담회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와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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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총11건 조례안9건, 동의안2건
○처 리 :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계류 2건

제36회 임시회 및
주요안건 처리현황

처리구분 의 안 명 주요 내용처리결과발 의 자



2016년 7월 11일(금) 제7호 | 7면주요안건

○의 안 : 총 8건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처 리 :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계류 1건

제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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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2016년 7월 11일(월)의회안내

친애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난 2014년 7월 여러 의원님과 제2대 의회 입성의

기쁨을 함께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 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부족한 제가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국가적인 메르스사태에 이은 서부두관할권 분쟁, 
송전선로 문제와 화력발전소 환경문제 등 힘든 일도 많았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관광산업 도약과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등재, 당진 국가어항개발
사업 등 기쁜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의장직을 맡으면서 당진시를 시민이 행복한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계층간 간담회, 의회정책포럼과 이동의정실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 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당초 생각대로 제2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이종윤 의장님을 주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더욱 결집된

역량으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나가 주실 것을 믿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에는 당진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진시가 시민이 행복한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도시, 관광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더욱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족한 저를 후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 원(당진시 라선거구)

이 재 광
T.(041)356-8168 M.010-9461-2323
mbc7711@hanmail.net
송악읍 한진포구길 39-13

위 원(당진시 다선거구)

인 효 식
T.(041)362-9476 M.010-6732-1230
csm9476@hanmail.net
우강면 솔뫼로 34

위 원(당진시 가선거구)

홍 기 후
M.010-3400-4763
gmc22c@hanmail.net
당진시 밤절로 103, 111-1301(원당마을)

위 원(당진시 가선거구)

편 명 희
T.(041)355-2991 M. 010-2306-2991
pm2000@lycos.co.kr
당진시 무수동옛길 99, 104-204(남산공원휴먼빌)

부위원장(당진시 가선거구)

김 기 재
T.(041)356-7935 M.010-7499-6474
kkj7499@hanmail.net
당진시 서해로 6216, 102-1604(시곡동, 우민늘사랑)

총무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

양 기 림
M. 010-5130-9308
ygr1956@hanmail.net
송악읍 봉학로 89-15

위 원(비례대표)

황 선 숙
M. 010-9670-3171
hh610615@hanmail.net
면천면 군자길 10

위 원(당진시 다선거구)

정 상
T.(041)362-0669 M.010-5420-6787
jsy580527@naver.com
합덕읍 합덕대덕로 118-9

위 원(당진시 가선거구)

김 기 재
T.(041)356-7935 M.010-7499-6474
kkj7499@hanmail.net
당진시 서해로 6216, 102-1604(시곡동, 우민늘사랑)

의회운 위원회 위원장(당진시 다선거구)

박 장 화
T.(041)353-5133 M.010-3454-5885
soonsungpekr@hanmail.net
순성면 순성로 629-40

위 원(당진시 라선거구)

양 창 모
T.(041)362-7458 M.010-2402-1119
c27111@hanmail.net
신평면 닻거리길 96-25

위 원(당진시 다선거구)

박 장 화
T.(041)353-5133 M.010-3454-5885
soonsungpekr@hanmail.net
순성면 순성로 629-4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당진시 나선거구)

안 효 권
T.(041)353-7324 M.010-2412-7324
an6279@hanmail.net
송산면 송산로 164, 107-1105(대상아파트)

위 원(당진시 가선거구)

홍 기 후
M.010-3400-4763
gmc22c@hanmail.net
당진시 밤절로 103, 111-1301(원당마을)

부위원장(당진시 다선거구)

정 상
T.(041)362-0669 M.010-5420-6787
jsy580527@naver.com
합덕읍 합덕대덕로 118-9

위 원(비례대표)

황 선 숙
M. 010-9670-3171
hh610615@hanmail.net
면천면 군자길 10

전반기 이재광 의장 이임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제2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당진시의회를 훌륭히 이끌며, 당진시의회의 위상을

한 차원 높게 만드신 이재광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의 이 기쁨과 책임감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하며, 늘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
의회와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을 모아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최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의 존립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여 여러분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시정이 잘못될 때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위민행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집중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대 후반기 당진시의회가 더욱더 시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일하는 정책의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당진시의회를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후반기 이종윤 의장 취임사

의 장(당진시 나선거구)

이 종 윤
T.(041)353-0445 M.010-8801-0445
lovedltkwkd@naver.com
석문면 대호로 1571

부의장(당진시 라선거구)

양 창 모
T.(041)362-7458 M.010-2402-1119
c27111@hanmail.net
신평면 닻거리길 96-25

제2대당진시의회
후반기원구성현황

2016. 7. 6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