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최 결과보고
◈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일

시 : 2016. 2. 15.(월) 11:10~11:32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10명(오흥철, 유일용, 박병만, 김경선, 박종우, 신은호,
이강호, 정창일, 최만용, 허준)
부의안건
1.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
2.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개요》
○ 일시 : 2. 17.(수) 11:00 [1일간]
○ 내용 : 2월 임시회 추가운영
○ 주요내용
1.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경선·박영애 의원)
○ 질의·답변
《신은호 의원》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나, 우리시의 지역 여건상 옹진군의 서해5도와 강화군
일부의 접경지역으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 한다
-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인천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 되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등의 내용도 언급을
하였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있어 피해상황지원
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124개, 그 중 인천업체가 16개 협력
업체를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봅니다. 의장님과 협의시 개성공단 입
주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여부를 논의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TV 인터뷰에서 도금공장 업체사장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가슴
이 아펐다.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의사담당관 답변》
- 안건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협의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오흥철 위원장》
- 개성동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님, 관련부
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 요청 및 추가
검토 사항이 있으면 반영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로 검토하면 반영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협의건으로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오늘 안건에
추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
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 서해5도서는 미사일 발사이후 어민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
고 있다. 백령·대청·연평 서해5도서 주민들이 조업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
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
셨으면 한다.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 개요》

○ 일시 : 2016. 3. 3.(목)~3. 15.(화) [13일간]
○ 사유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주요일정
가. 본회의 : 5일
1) 제1차 본회의(’16. 3. 3. 10:00) : 회기결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2) 제2차 본회의(’16. 3. 10. 10:00) : 시정질문(시청 1일차)
3) 제3차 본회의(’16. 3. 11. 10:00) : 시정질문(시청 2일차)
4) 제4차 본회의(’16. 3. 14. 10:00) : 시정질문(시교육청)
5) 제5차 본회의(’16. 3. 15. 10:00)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
나. 위원회 활동 : 8일
1)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4일(’16. 3. 4./3. 7.~9.)
2)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 4일(’16. 3. 5.~6./3. 12.~13.)
○ 질의·답변 : 없음

보고자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