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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 현황

1. 의회연혁

◦ 1956. 8. 8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5명)

◦ 1960. 12. 29 제2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5명)

◦ 1961. 5. 10 제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2대 마감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

◦ 1991. 3. 26 제3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6명)

제1대 중원군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3명)

◦ 1991. 4. 15 제3대 충주시의회, 제1대 중원군의회 개원

구 분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충주시 장 희 승 신 대 우 박 태 식 장 정 식

중원군 허 시 욱 허 시 욱 권 용 훈 권 용 훈

  (1) 통합 제1대 충주시의회

◦ 1995. 1. 1 시군통합에의거 통합 충주시의회구성(의원수 29명)

◦ 1995. 1. 11 제1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신 대 우 장정식, 김춘수

※ 3. 25～3. 29 의원퇴직(6명) - 도의회 출마

◦ 1995. 4. 10 제1대 충주시의회 2대 의장선거(의원수 23명), 의장 : 김춘제

  (2) 제2대 충주시의회

◦ 1995. 6. 27 제2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30명)

◦ 1995. 7. 13 제2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장 희 승 장 정 식 김 광 일 이 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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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대 충주시의회

◦ 1998. 6. 4 제3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23명)

◦ 1998. 7. 9 제3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박 장 열 박 장 열 김 남 중 황 병 주

  (4) 제4대 충주시의회

◦ 2002. 6. 16 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24명)

◦ 2002. 7. 9 제4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김 남 중 김 무 식 안 재 철 김 원 석

  (5) 제5대 충주시의회

◦ 2006. 5. 31 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9명)

◦ 2006. 7. 10 제5대 충주시의회 개원

※ 2009. 11. 26 의원사직(1명)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황 병 주 류 호 담 김 종 하 양 승 모

  (6) 제6대 충주시의회

◦ 2010. 6. 2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9명)

◦ 2010. 7. 7 제6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김 헌 식 양 승 모 홍 진 옥 정 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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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대 충주시의회

◦ 2014. 6. 4 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9명)

◦ 2014. 7. 9 제7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윤 범 로 이 종 갑 최 용 수 허 영 옥

  (8) 제8대 충주시의회

◦ 2018. 6. 13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선거(의원수 19명)

◦ 2018. 7. 6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

의 장 부 의 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허 영 옥 손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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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주시의회 기구표 및 정원현황

  (1) 충주시의회 기구표

  (2) 의회사무국 직제 및 정원

◦ 직 제 : 1국 3전문위원 3팀

◦ 정 원 : 20명

구분 계
일 반 직

행정
4

행정
5

행정
6

행정
7

속기
7

운전
7

행정
8

속기
8

운전
8

행정
9

속기
9

운전
9

정원 20 1 2 5 4 0 0 4 1 1 1 1 0

현원 20 1 2 4 8 1 0 2 1 1 0 0 0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9명)

․행정복지위원회(9명)

․산업건설위원회(9명)

전문위원(3명)

의 장

부 의 장

사 무 국 장

의 정 팀 장 의 사 팀 장 홍 보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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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대 시의회 구성 현황

  (1) 충주시의회 전반기 현황

◦ 임 기 : 2018. 7. 1 ～ 2020. 6. 30

◦ 의 원 수 : 19명

◦ 의회구성

◦ 의장 및 부의장

의 장 허 영 옥(許 英 玉)

부 의 장 손 경 수(孫 京 秀)

◦ 상임위원회

위원회명
구 성

소 관 사 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

위 원 회

(9명)

박해수 안희균

손경수,조중근

정용학,권정희

조보영,최지원

함덕수

․의회운영에관한사항

․의회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의회운영에관련된조례및

규칙에관한사항

행정복지

위 원 회

(9명)

조중근 김낙우

곽명환, 김헌식

손경수, 안희균

정재성, 조보영

홍진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박물관, 시립도서관

산업건설

위 원 회

(9명)

정용학 함덕수

강명철, 권정희

박해수, 유영기

이회수, 천명숙

최지원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 2019. 7. 1 ～ 2020. 6. 30)

위원회명
구 성

소 관 사 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윤리특별

위 원 회

(7명)

조보영 이회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정재성

함덕수

․의원의징계의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명)

이회수 최지원

곽명환, 권정희,

김낙우, 정용학,

정재성, 조중근,

함덕수

․예산안및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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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운영

1. 2019년도 회기운영 현황

회기별 일정
회의일수

주 요 처 리 안 건
일수 누계

계 10회 85일 ( 정례회 33 임시회 52 )

제231회 2. 14.~2. 21. 8 8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232회 3. 19.~3. 21. 3 11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3회 4. 16.~4. 26. 11 22
∙ 시정에 관한 질문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4회 5. 14.~5. 16. 3 25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5회

(정례회)
6. 12.~6. 28. 17 42

∙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6회 7. 23.~7. 25. 3 45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7회 9. 3.~9. 10. 8 53
∙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8회 10. 10.~10. 18. 9 62
∙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39회 11. 8.~11. 14. 7 69
∙ 시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제240회

(정례회)
12. 3.~12. 18. 16 85

∙ 2020년도 당초예산안 처리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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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안건 처리현황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일시 의결현황

2460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14. 원안가결

246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21. 원안가결

2462 충주시 축제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1. 원안가결

246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64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65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2.21. 원안가결

2466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15. 보류

246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68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수정의결

2469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1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2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21. 부결

2473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4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2.21. 원안가결

2475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2.21. 원안가결

247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7 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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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일시 의결현황

2478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 원안가결

2479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1. 원안가결

2480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2.20. 원안가결

248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2회) 2.21. 원안가결

2482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19. 원안가결

2483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21. 원안가결

2484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21. 원안가결

2485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1. 원안가결

2486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1. 원안가결

2487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3.21. 원안가결

2488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3.21. 원안가결

2489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1. 원안가결

2490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1. 원안가결

2491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1. 수정의결

2492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21. 원안가결

2493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21. 원안가결

249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3.21. 원안가결

2495 제7기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3.20.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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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일시 의결현황

2496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1. 원안가결

2497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
3.21. 원안가결

2498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3.20. 부결

2499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1. 원안가결

250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1. 원안가결

250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3회) 3.21. 원안가결

2502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16. 원안가결

250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6. 수정의결

2504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6. 원안가결

2505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06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07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26. 원안가결

2508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09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4.26. 원안가결

251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4.26. 수정의결

2512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4.26. 원안가결

2513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26.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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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4.26. 부결

2515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4.26. 원안가결

2516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17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26. 원안가결

2518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26. 원안가결

2519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0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1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2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3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4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5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6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7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8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29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6. 원안가결

2530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6. 원안가결

2531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26.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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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연구 활동 연구의원 변경신청서 승인의 건 4.16. 원안가결

253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4회) 4.26. 원안가결

2534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14. 원안가결

2535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5.16. 원안가결

2536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5. 부결

2537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6. 수정의결

2538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6. 수정의결

2539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0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15. 부결

2541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6. 수정의결

2542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3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4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5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6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7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8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5.16. 원안가결

2549 충주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안 5.15.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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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6. 원안가결

2551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6. 원안가결

255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5회) 5.16. 원안가결

2553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12. 원안가결

2554 2018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6.28. 원안가결

2555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수정의결

2556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8. 원안가결

2557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28. 수정의결

2558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13. 부결

2559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8. 수정의결

2560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1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3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4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5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6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3. 부결

2567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3.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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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28. 원안가결

2569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70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8. 원안가결

2571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8. 원안가결

257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6.12. 원안가결

257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6회) 6.28. 원안가결

2587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23. 원안가결

258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23. 원안가결

259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3. 원안가결

2591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4. 부결

259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2593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2594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2595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259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수정의결

2598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 수정의결

2599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25. 원안가결

2600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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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5. 원안가결

260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7.25. 수정의결

2603
서충주코아루더테라스의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
7.25.

의견서

채택

2604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23. 원안가결

260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3. 원안가결

260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7.25. 원안가결

259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7회) 7.25. 원안가결

2608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3. 원안가결

2609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10. 수정의결

2610 2019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10. 원안가결

26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9.3. 원안가결

2612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7. 계류

2613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14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원안가결

2615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10. 원안가결

2616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9.10. 원안가결

2617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0. 원안가결

2618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10.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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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9.10. 수정의결

2620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9.10. 원안가결

26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9.10. 원안가결

26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9.10. 원안가결

2623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 9.10. 원안가결

2624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10. 원안가결

2625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9.10. 채택

2626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문 9.3. 채택

2627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9.10. 채택

262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8회) 9.10. 원안가결

2629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10. 원안가결

2630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31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3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33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34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8. 수정의결

2635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3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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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일시 의결현황

2637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38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18. 수정의결

2639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40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8. 원안가결

2641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0.18. 원안가결

2642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18. 원안가결

2644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18. 원안가결

2645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10. 원안가결

264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10. 원안가결

264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7. 원안가결

264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0.11. 원안가결

264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39회) 10.18. 원안가결

2650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14. 원안가결

265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수정의결

2652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53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5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부결

265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제3부 시의회

685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일시 의결현황

265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57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58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5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0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1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2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3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4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6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4. 원안가결

2667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14. 원안가결

266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14. 원안가결

2669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1.14. 원안가결

2670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1.14. 원안가결

2671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14. 원안가결

2672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14. 수정의결

2673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1.14.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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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11.14. 원안가결

2675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
11.14. 부결

267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40회) 11.14. 원안가결

2677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2.3. 원안가결

2678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8. 수정의결

267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8. 원안가결

2680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3. 수정의결

268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3. 원안가결

2682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3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4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5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8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89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 원안가결

2690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9. 원안가결

2691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2.18.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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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2.18. 원안가결

2693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2.18. 수정의결

2694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2.18. 원안가결

2695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18. 원안가결

2696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12.18.
의견서

채택

2697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18. 원안가결

2698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 추천동의안
12.18. 원안가결

2699 연구활동 철회 신청 승인의 건 12.4. 원안가결

2700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2.18. 수정의결

270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18. 원안가결

270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2.18. 원안가결

2703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12.16. 원안가결

270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41회) 12.18. 원안가결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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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정에 관한 질문

1.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

일문
일답

일괄
질문

서면

1.28.

1.28.

1.28.

1.28.

4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2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1

1

복지
민원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1 1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3 1 1 1

14 김낙우
2 2

15 유영기

16 조중근

17 허영옥

18 이회수

19 조보영

10 2 1 1 4 1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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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3.4

2.26.

3.4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복지
민원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3 3

14 김낙우

15 유영기

16 조중근
4 4

17 허영옥

18 이회수

19 조보영

7 7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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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 7 1 1 3 2 1

4.2.

4.2.

4.2.

4.2 1 1

4.2.

4.1.

4.1. 1 1

4.2. 4 1 2 1

4.2.

3.28.

4.2.

4.2. 2 2

4.1

4.2.

50 6 2 4 11 2 10 3 2 6
계

질문
건수

19 조보영
1 1

18 이회수
2 1 1

17 허영옥

16 조중근
6 2 31

15 유영기
11 2 3 2 2 2

14 김낙우
1 1

13 손경수
5 2 2 1

12 박해수

11 천명숙
7 1 1 3 1 1

10 곽명환

9 안희균
3 1 2

8 강명철

7 홍진옥
1 1

6 정용학

5 권정희
3 2 1

1 1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1

4

복지
민원

7 1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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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 1

4.29.

4.29.

4.29. 1 1

4.23.

4.29.

13 2 3 2 2 1 1
계

질문
건수

19 조보영

18 이회수
2 2

17 허영옥

16 조중근

15 유영기

14 김낙우
1 1

13 손경수
1 1

12 박해수
2 1 1

11 천명숙

10 곽명환

9 안희균

8 강명철

7 홍진옥

6 정용학

5 권정희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1

2

2

복지
민원

7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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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5.28.

5.27.

5.23.

5.27.

5.24.

5.28.

5.24.

5.28.

26 1 3 6 8 1 3
계

질문
건수

19 조보영

18 이회수

17 허영옥

16 조중근
8 2 1 2 12

15 유영기
1 1

14 김낙우
2 1 1

13 손경수
2 1 1

12 박해수
4 2 11

11 천명숙

10 곽명환
5 1 2 2

9 안희균

8 강명철

7 홍진옥

6 정용학

5 권정희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4

1

복지
민원

4 1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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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 1

7.3.

7.2. 1 1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복지
민원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14 김낙우
2 1 1

15 유영기

16 조중근

17 허영옥

18 이회수

19 조보영

2 1 1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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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 1

8.12.

8.20.

8.19.

8.12.

8.19.

8.8.

8.19.

8.12. 1 1

8.19.

4 1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1

2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1

복지
민원

11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2 1 1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5 1 3 1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5 1 1 2 1

14 김낙우
1 1

15 유영기
3 1 2

16 조중근
10 10

17 허영옥

18 이회수
3 3

19 조보영

35 10 3 8 4 2 2 1 5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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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 1 1

9.24.

9.23.

9.23. 2 1 1

9.23.

9.24.

9.20.

9.24.

4 1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2

1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1

1

복지
민원

1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3 3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9 9

14 김낙우

15 유영기
4 2 1 1

16 조중근
9 9

17 허영옥

18 이회수
3 1 1 1

19 조보영

33 18 1 5 3 2 2 1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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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 1 2 1

10.25.

10.24.

10.24.

10.25.

10.22.

10.24.

10.25. 1 1

10.25.

10.24. 2 2

10.25.

31 6 3 3 6 1 3 2 1 3
계

질문
건수

19 조보영

18 이회수
5 1 1 2 1

17 허영옥

16 조중근
4 1 2 1

15 유영기
5 1 1 1 11

14 김낙우

13 손경수
3 1 1 1

12 박해수

11 천명숙
2 2

10 곽명환

9 안희균
1 1

8 강명철

7 홍진옥
2 2

6 정용학

5 권정희
5 1 1 1 1 1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1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3

1

복지
민원

2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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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11.19.

11.14.

11.19.

11.19.

11.12.

11.18.

11.19.

5

환   경

수자원

신성장

전   략

문화체

육관광

농업
정책

보건
농업
기술

2 1 2

1

질문대상 공무원
비
고시장 부시장 홍보 감사

안전
행정

경제
건설

4

복지
민원

1

4 최지원

2 함덕수

1 정재성

연
번

의원명
접수
일자

3 김헌식

5 권정희

6 정용학

7 홍진옥

8 강명철

9 안희균

10 곽명환
5 3 2

11 천명숙

12 박해수

13 손경수
10 1 1 3 23

14 김낙우
1 1

15 유영기
1 1

16 조중근
4 1 1 11

17 허영옥

18 이회수

19 조보영

27 2 1 1 1 3 8 2 5
계

질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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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행정사무감사

1. 행정복지위원회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19. 06. 19. ∼ 06. 26.

나. 감사대상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3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

다. 감사인원 : 9명

위원장 위 원 사무보조

조중근
김낙우, 김헌식, 곽명환, 손경수

안희균, 조보영, 정재성, 홍진옥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이정미

직 원 김광신

라. 감사일정

일정별 감사내용 감사장소 대상부서

06.19.~24

10:00~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서류 감사

행정복지

위원회실
23개부서 및 읍면동

06.25~26

09:30~
∙현장 방문 현장 12개 사업장

06. 27

10:00~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복지

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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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감사 추진상황

일정별 시간 대상사업장 담당과 비 고

6/25(화)

09:30 출 발 시청분수대

09:50
주덕 사락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주덕교 지나 계막마을 입구 도로변 에스콧)

주 덕 읍
문봉남 팀장

010.4120-2503

10:40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
(중앙탑면 용전리 689)

시립도서관 박장혁
010.7272.0259

11:30 세계무술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관 광 과
이광식 팀장

010.8829.8619

12:00 중 식 (이씨식당 충주점 848-6066) 칠금동 329-6

13:00 세계무술공원환경개선사업나무숲놀이터 2단계 관 광 과 “

13:30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관 광 과
박태순 팀장

010.5468.5336

14:00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 자전거 안전체험공사 제작 설치

여성청소년

과
이해진 팀장

010.7502.8832

14:50 건강복지타운 복지정책과
이재명 팀장

010.3791.2321

6/26(수)

09:30 출 발 시청분수대

09:50 동량면 대전리 1464-3 복지정책과
이인돈 팀장

010.9874.2180

10:20
사천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전리 1400-3 사천교앞 에스콧)
동 량 면

이상하 팀장

010.9082.3147

11:00
치매안심요양병원 구축 리모델링(건축)
노인요양병원

보 건 과
이영민 팀장

010.5220.8807

12:00 중 식 (음양지 다올식당 852-8831)
동량면 손동리

559-1

13:00 충주시 문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평생학습과

박상운 팀장

010.2901.0403

김태일 주무관

010.5396.5285

13:30
충주시립도서관(본관)

- 향토자료실, 시각장애인 자료실
시립도서관

금병구 팀장

010.546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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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실 과 소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 비고

실 과 소

읍 면 동

공 통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관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처리결과와 추진계획(대책)등의

답변 내용에 있어 핵심요지를 잘 못 이해한 듯한 답

변내용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부분이 다소 있어 향후,

처리결과 제출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일부 부

서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피복 구입 관련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전체 입찰금액 114,500천원 중 특정업체가 71%인

81,150천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한 주소에 다수의 사업자를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므로 추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제3부 시의회

701

실 과 소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 비고

실 과 소

읍 면 동

공 통

□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주기 근절대책 강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다수 집중된 부분이 있으며, 불법 하도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되었음.

특정업체에 하도가 집중되는 것은 공사 품질의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관리 감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홍 보 담 당 관

□ 기록물 전시 관련

◦충주시에서 수집한 각종 역사 기록물과 관련하여

“충주시민의 날 행사”시 일회성전시에그치지말고시립

도서관 향토자료실과 연계하여시민들이언제든충주시역사기

록물을관람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월간예성 개선방안 강구

◦월간예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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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과 소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 비고

감 사 담 당 관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실시

◦2018.7.1.~2019.6.30.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각 부

서별 대략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자 치 행 정 과

  □ 시장 포상 관련

◦시장포상대상자 및 시상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은

포상에 대한 권위와 본연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느낌이 있는 바, 특별히 엄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선별·조정하는 방안 검토.

□ 기술직렬의 효율적인 배치

◦건축, 토목 등 기술직렬을 각 부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서 강사와 수강생 간 갈등구

조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바, 강사 및 운영팀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음주 및 공선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공무원 중 음주 및 공선법 위반 등 형사 처벌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인사시 그 기간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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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과 소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 비고

기 획 예 산 과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인력충원 검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업무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능률적인 업무처리와

시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부족시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 시정조정위원회 역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나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뇨바이오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민과 관이 함께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단 등의 결정을 내려 향후에 있을

민원에 대한 책임분담의 역할을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추후에는 민과 관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해당 사업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충분히 거쳐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하기 바람.

안 전 총 괄 과

□ 그늘막 입찰 관련

◦그늘막 설치에 따른 입찰시 단, 1,357천원이 넘어

관내입찰이 아닌 도내입찰을 통해 타 지역업체가 낙찰

되었는 바, 그늘막 설치는 고도의 정밀작업을 요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관내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내입찰로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장마,태풍시 그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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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총 괄 과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철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문화회관을 제외하고

2019년 완료됨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 구조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재난재해 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과 시설물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회 계 과

□ 공유재산 대부계약 업무 철저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부계약 연장계약 시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여 업

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한 신규 계약시 대부료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차량관리업무 철저

◦월간 차량 유류비의 주행거리(km) 대비 유류비가 일

관성이 없고 90다 9034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경우,

4,635km 주행거리에 따른 유류비는 단, 15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차량일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한

기회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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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정 책 과

□ 소관업무 철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미흡과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소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제출된 감사자료의 오류와 부실한 자료 작성 주의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방안 강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비

보다 운영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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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정 책 과

□ 양곡배송사업단 관련

◦양곡배송사업단의 차량 주유시 외상전표에 주유자의

서명이 없는 전표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정확한 전표

관리가 필요함.

◦월별 주유비의 가격변동차이가 많음으로 별도의 차량

운행일지로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요구됨.

◦자활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점심식대가 1일 1인당 7천원 이내로 지출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별도의

식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참여자의 편의와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요함.

□ 영농사업단 관련

◦본 사업은 참여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미약

하고 의지가 부족한 특성으로 경작물의 매출에 대한

결과 이외의 참여자의 자립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증빙자료가 매우 미비하고 교부금 사용내역이 불명확

하여 교부금 정산 확인이 어려운 바, 사업 자활센터

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영농사업단 참여주민 8명이 2개월 간 땅콩까기 작업

실시에 따른 인건비(2019년 1월, 2월분)로 16,892천원이

지급되었으나, 땅콩 총판매대금은 153천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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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정 책 과

◦2개월 간 지급된 인건비 대비 땅콩 판매대금은

0.1%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단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관급자재 관리업무 철저

◦관급공사현장 관급자재 관리 부실로 인해 관급자재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급자재 입출고시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고 현장소장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고,.

자재 반출입에 대해 감리단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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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장 애 인 과

□ 충주시니어클럽 관련

◦충주시니어클럽 바자회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바자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소

화하고 순수사업에 집중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 경로당 운영 관런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처리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보고 후 증빙서를 첨부할 것.

◦경로당에 개인소유 물품 반입 및 적재 금지할 것

◦결산보고시 전체 경로당 회원이 확인할 수 있게 대형

전단지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여 성

청 소 년 과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채용시 공개채용을 반드시 실시

하고, 급식비 집행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하도록 수시 교육 바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법시행령」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수시 교육 바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전 반드시 범죄이력을

조회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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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청 소 년 과

□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1층 시간제보육실 창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

외부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층 놀이터 좌측 화장실 창문과 좌측 세면대 쪽

창문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놀이체험실 마켓 구조물의 유격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1층 비가림 시설 설치 2층 창문 안전손잡이 설치

◦3층 안전체험관 지진체험실 우측 창문 높이가 낮아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할 것.

◦지진체험관 장비의 유격이 있어 어린이의 손과 발이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3층 안전체험관 입구 난간 추락위험 있으므로 강화유

리로 보강조치할 것

◦3층 균열 부위 우천시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등

조치할 것.

◦3층 옥상 벽체부분 균열 보수 및 페인트 재시공.

◦육아종합센터 앞 정원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층 옥상 나무휀스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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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봉 사 과

□ 민원처리업무 관련

◦민원봉사과의 민원처리 기한이 초과한 사례에서,

일부 사안의 특성상 부득이함은 인정되나 담당부서

이관과정이나 새올시스템 결과처리 등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실 과 소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 비고

문 화 예 술 과

□ 탄금대 매입 방안 강구

◦탄금대 임대료가 매년 1억원이상 지출되고 있으므로

시비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시립우륵국악단 관리감독 철저

◦시립국악단원 공연 인건비 지급 및 국악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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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예 술 과

□ 충주생활문화센터 2018년도 출연금(기획 행사비) 집행 철저

◦기 배정된 행사비를 절반이상 불용한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보임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 예산반영한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충주중원문화재단 인건비 불용액 

◦2018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616.749천원인바 집행액이

    391.365천원이고 예산잔액 225.384천원으로 집행률은

    63.5%임. 미집행 잔액은 담당직원 미충원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재단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한바 향후

    해당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시립 미술관 건립 업무추진 철저

○시립 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립이 결정

된 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부지

매입 예산 확보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시립

미술관 추진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부지

매입비를 먼저 확보하였으며, 건립 예정 부지 확보

또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임.

향후 시립 미술관 건립 추진에 있어 계획성 있는 추

진과 부지 매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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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진 흥 과

□ 각 협회장배 등 체육대회 도비 확보 강구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회 중 충청북도 지사배 전국철인3종대회(도비 50%,

시비 50%) 등 일부 도 단위 대회는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충청북도킥복싱협회장배 킥

복싱강자전(2019.6.15., 세계무술공원))은 전액 시 보

조금(3천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도 단위 체육

행사 지원 시 도비를 확보한 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바람

□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실 활용방안 강구

◦종합스포츠타운의 다목적실이 그동안 2018 전국소년

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20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9 전국생활대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 상황실로

사용되었음.

사후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2019 상반기에 시민의

견을 수렴키로 했는데 아직까지 활용계획이 답보상

태임. 앞으로 활용방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계약 관련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 위탁 용역 계약기간이

2019.1.1. ~ 2019.12.31.(1년 간)까지이나,

2019.12.31일자로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은

부적절하며, 또한 노무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노무비와 용역계약서 상의 노무비의 차액이 발생하

였는 바 적의 조치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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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진 흥 과

◦국민체육센터, 환경체육센터 두 곳의 노무비, 후생복

리비를 정밀히 분석하여 노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용역업체가 임의대로 노무비,

후생복리비 유용 우려), 재발시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 광 과

□ 세계무술공원 나무숲놀이터 관련

◦일몰 후 사고발생시 충주시에서 관리가 어려움으로

     일몰 후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여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동계 및 하계의 일몰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라이트월드

측과 이용시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고 라이트월드측과 협의하여 직원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 무술공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분 검토

◦무술공원 자전거도로변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 “이전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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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과

□ 라이트월드 체납관련 조치

◦라이트월드 2018년 미납세금에 대하여 채권 추심 명령

등 징수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9년6월 현재 부과액

332.678천원 중 73.865천원 징수하여 체납액이

258.813천원으로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현재까지 78%임

이에 조속히 미납세금을 징수토록 강구하기 바람.

◦금년 5월말까지 미납시 “법적, 행정적” 처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음.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여름철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청결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는 다수 이용자가 어린이로

시설에 사용되는 물이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병, 대장균 등 세균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무술공원 관련

◦라이트월드 측에서 파손한 부분이 빠르게 수리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파손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명확히협의하여조속히수리가될수있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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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과

□ 충주 14경 재선정 검토

◦충주 제1경 계명산, 제2경 탄금대 등 우리시 관광명소인

충주 14경이 충주관광안내도 등에 표기되어 있으나,

최근 시에서 조성한 여러 주요 관광시설과 각종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외부 관관객 방문자수가 많은 관광지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의 도시 충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충주 14경에 대한 재선정 검토가 필요함.

□ 탄금호 중계도로(무지개길) 경관조명등 관리 철저

◦여름철 탄금호 중계도로(무지개도로)를 산책하는

방문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바, 경관조명이 정전되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음.

앞으로 경관조명등 정전 시 관리센터에서 즉시 대처

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전

사태 발생 시 관리센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알림기능

작동 시스템 구축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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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과

  □ 세계무술공원 물놀이터 조성 공사 관련

◦하이탑 그늘막 목조 벤치에 박힌 나사못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바

조치할 것.

◦하이탑 그늘막 파이프 용접부위 마감처리가 불량하여

녹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깨끗이

마감처리 후 도색할 것.

◦하이탑 그늘막과 파이프를 연결 끈은 프라스틱 재질로

쉽게 삭아 끊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내구성 있는 견고한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나사못 돌출 부위 용접 마감 불량
그늘막과 파이프

연결끈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정확한 물량 산출

   검토 및 회계과와의 조속한 문제해결 강구.

□ 여름철 탄금호 중계도로(무지개길) 벌레 퇴치 대책 요구

◦여름철 중계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2018년12월 준공되어

  활용 중이나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조명등 주변으로많은  

   벌레들이 모여들게 되어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예상 됨.

   향후방문객이 불편이 없도록 방역소독, 포충기 등을 설치하여

   벌레 등을 퇴치할 필요가 있으며, 거미줄 제거 등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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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과

□ 어린이 나무숲놀이터 조성 관련

◦나무숲놀이터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다수 가지가

고사하고 있는 바, 고사 원인이 전기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 정밀진단을 통하여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1단계 나무숲놀이터가 노후화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오일스텐 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적의 조치할 것.

◦2단계 나무숲놀이터 이용 정원이 40여명으로 일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물로 각별히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기 바라며, 로프 연결부위의 파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부위 발견시 즉시 조치할 것.

□ 온천수관리업무 추진 철저

◦충주시 온천수 관리에 있어 관련 조례에 맞게 각 업

체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해 4월 처음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

으며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완료한

바 있음.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소별 계약톤수와 실제 사용톤수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재계약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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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과

□ 2018 충주호수축제 관련

◦개·폐막식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이후 두 차례의

유찰이 있었고, 이후 당초 제시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MBC와 수의계약하여 관련분야의 의혹제기로

이어진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계획 및 진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호수축제 홍보기념품 제작시 충주지역업체 1곳, 청주,

청원 등 타 지역업체에 1곳 씩 총 3곳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출한 청주업체를 선정하였고, 기타 다수의

계약이 외지업체와 이루어진 바,

향후, 계약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중원문화재단 전결처리 규정상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사무처장 전결로 집행할 수 있으나 1천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호수축제 정산서 제출시 조례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

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무술박물관 관련

◦근대 이전의 유산유물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전시유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 및 고증을 통해

설명·안내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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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생 학 습 과

□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위상제고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강사 풀 관리에 있어서 경력이나 실적 등과 같은 객

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를

통한 자체적 위상제고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의 시간 조정

◦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1회 3시간 운영

하는 과목이 많은 바 3시간 연속 교육 시 강사의 피로

도나 수강생의 학습 효과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목별로 강의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기 바람

□ 충주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도로에서 문해교육센터 앞 주차장 진입부위에 턱이

있어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가 불편하므로

철판 등을 깔아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할 것.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루어진 하도급공사는

부적절함으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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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립 도 서 관

□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관련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푸집이 노후되어 공사품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교체할 것.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특히, 설비 관급자재 발주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공

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공사현장 곳곳에 놓여 있는 비계 위에 자재를 쌓아

놓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조치할 것.

□ 도서 구입 관련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 구입 목록에서 일반인

대상 도서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도서구입 비율조정이

필요해 보임.

◦도서 구입 시 특정 출판사나 특정 분야의 도서에 치

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향토자료실 이용실적 제고

◦향토자료실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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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 외국인 불법 고용단속시 유관기관 협조

◦유흥주점업소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 외국인 고용단속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시 단속하기 바람.

□ 치매안심병동 관련

◦충주시 노인병원은 15년된 노후 건물로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정비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노인병원 지하에 악취 발생 원인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규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것.

□ 방역 관련

◦어린이들의 많이 모여 있어 어린이집은 집단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므로

월 1회 방역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대마 등 불법재배 근절 교육

◦마약, 대마 등 마을 어르신들이 불법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동 노인정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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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사결과 수범사례

실 과 소 수 범 사 례 비고

문 화

예 술 과

□ 문화재 지정 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

◦2018년 대림산 봉수 등 6건, 2019년 탄금대 제철유적

    등 모두 11건의 문화재 지정업무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함.

세 무 1 과

□ 지방세 현년도분 추진 실적 우수

○ 징수율 99% 달성

- 부과액: 68,703백만원 / 징수액: 68,040백만원

- 징수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 등 납기내

징수활동 관리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

노 인

장 애 인 과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복지업무 적극추진

○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으로 복지기능강화

·복지관 증축(지상 3층498㎡ 및 주차장 53면 조성)

○ 관내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어르신 편의제공

· 신축5, 개보수171개소, 게이트볼장5개소

· 안전시설 설치 1,023개(안전손잡이 등)

○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약자 편의제공

·신축1개소, 개보수4개소 / 1,093백만원(국도비확보)

○ 특수시책

· 새마을회와 협업으로 경로당 폐 운동기구 처분

· 경로당 개보수 공사 시 건축설계 재능기부

협약 추진(연 2천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

→ 노인복지관 시설확충 및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 도모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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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진 흥 과

□ 우량한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종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충주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또한 2019 아시아조정선구권대회,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대회 등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충주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 사후활용과 충주시를 대내

    외에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충주시의예산지원없이제16회 K-Water 물사랑전국조정

   대회, 제100회 서울전국체전 조정경기를 유치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저비용 고효율의 전국대회 개최효과를 거둠. 

    이로 인해 충주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단 인원이 증가하는  

    효과도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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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과

□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여

  ◦ 서충주신도시 내 영유아 보육 수요 충족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2019년 3월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

◦ 예정된 공기 완수를 위해 동절기 공사 추진이

불가피하였으나 동절기 시공계획 별도 수립,

보온 및 양생철저, 현장점검 및 관리 감독

철저 등 충분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시공

품질 저하 최소화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2019. 3. 5.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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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건설위원회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19년 6월 19일 ~26일

   나. 감사대상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부서 및 읍ㆍ면ㆍ동

   다. 감사인원 : 9명

위원장 위  원 사무보조

정용학
함덕수,천명숙,이회수,박해수,최지원,

강명철, 권정희, 유영기

전문위원 이성호

주무관  오상혁

라. 감사일정

일정별 감사내용 감사장소 대  상

2019. 6. 19
~

2019. 6. 24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산업건설

위원회실
과장, 팀장, 담당자

2019. 6. 25
~

2019. 6. 26 
∙현장감사 현   장

클린에너지 파크 등

5개소

2019. 6. 27 ∙감사결과 정리 및 작성
산업건설

위원회실

  (2) 현지감사 추진상황

일정별 시간 대상사업장 위 치 담당과 비 고

6월 25일

(분수대

10시출발)

10:30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

신니면 문락리 
213-6

상수도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니면 만세광장 농정과

마을만들기 사업
주덕 삼방 
마을회관 주덕읍

점 심

재활용 선별 시설개선 사업 클린에너지파크 자원순환과

호암택지 인수·인계 관련 호암동 1237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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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실 과 소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 사항 비고

경제기업과

건축디자인과

□ 청년몰 조성사업 관련

○ 예산이 지원된 청년몰 사업의 활성화 미흡

     ·관련점포의 목적외 사용금지 : 창고로 사용 하는 경우 등

     ·청년몰의 운영시간 엄수 등

  ○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몰 활성화와 주변상권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바람

  ○ 사업기간(17년~20년)내에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15개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현재 5개소)

□ 농수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창고건립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ㆍ공모하는 사업인 농수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국비 반납사례 등의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회계과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 관련

○ 건설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영업정지 개시일 직전에

계약체결 하는 사례가 있음

【조치사항】

○ 비록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도의적인 관점에서

전부서 계약 및 공사추진 담당자가 공사계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공유 및 주기적인 교육을 위해 직원

내부망인 새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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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과

□ 개인정화조 관리 감독 철저

○ 관내 개인정화조가 11,000여 가구에 이르지만 관련법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조치사항】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보충이나 업무 재분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자원순환과

□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 사업 관련

○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사업은 사전에 매립량을

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에 오류가 존재함

    (당초 사업비가 6,664백만원 이었으나 사전 매립량 조사

착오로 추가로 시비 1,900백만원의 예산낭비 초래)

【조치사항】

○ 추후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시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추가 19억원의 경우에도

국비 반영 노력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됨

□ ㈜드림스타 관련

○ 상기업체는 폐타이어 , 재활용 금속 분류 등을 하는

종합재활용업의 사업장으로 현장이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전 사업주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자연발화의 염려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음,

【조치사항】

○ 19년 12월말까지 적치물 처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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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과

□ 농작업 대행 관련

○ 현재 9시에 농작업 대행 시간을 농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2~3시간 정도 앞당겨 주기 바람

【조치사항】 ○ 근무일지 작성 철저

신성장전략과

□ 동충주 산업단지 명칭 관련

○ 충주시는 2018년 12월 “충주북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면서,

  “충주북부산업단지”의 명칭을 “동충주산업단지”로

    변경중이나 현재까지도 명칭변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주요업무추진보고등과 같은 공적인 문서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공식발언 및 각종 보도자료 등에  

   현재의 공식명칭이 아닌 “동충주산업단지”로 칭하거나  

   혼용하고 있음.

【조치사항】

○ 시민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단체들에게도 혼돈을 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으

므로 추후에는 행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시 행정 전반의

업무를 추진 할 것

기후에너지과

□ 담쟁이 넝쿨 식재사업 관련

○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담쟁이

넝쿨 식재사업(31개소, 39,000본)에 있어 장소 선정과

사후관리 소홀로 고사하는 사례

【조치사항】

○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이미 고사된 넝쿨은  

3년생 이상으로 보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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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디자인과

□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승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충주시는 코아루 더 테라스의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부분

으로 녹지면적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였으나,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공간이 개개인에게 주

어지는 서비스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는 조항들이 곳곳에 있

었고, 공용부분으로 판단될만한 조항은 없었음에도 시민들

이 테라스가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코아루 더 테

라스 측에 시정조치하지 않았음.

- 충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세대 내 테라스 구간에는 저

관리 녹화시스템이 적용되어 하부의 별도마감은 없습니다. 

준공 후 관리주체는 세대주에 있습니다.” 라는 항목을 그

대로 승인했음.

- 이는 코아루 더 테라스측이 “관리주체”의 업무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등을 규정한 공동

주택관리법 제63조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관리업무 인계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

자가 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2조 1항 10호에도 불구하고

“테라스의 관리주체”를 “세대주”에게 지정한 것으로,

- 테라스를 부대시설 즉 공용면적으로 보았다는 충주시의 입장

이라면 관리주체가 관리소장 등이어야 하나, 코아루 더 테

라스 측에서는 테라스부분의 “관리주체”를 “세대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테라스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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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디자인과

- 동법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2항의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

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공용부분이라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하여야 함에도 세대주에게 전가함으로써 세대주

외에는 테라스 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및 무단점유행

위 방지와 위반행위 시의 조치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 모집공고 상으로는 테라스 부분이 공용면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충주시는 테라스 부분을 공용부분

으로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때와는 반대로 해당 세

대만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인정 해주는 것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고, 코아루 더 테라스는 분양과정에서

테라스부분을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하면서, 충주시의 승인

을 받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업체의 분양홍보물을 믿은 입주

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하여 재산상

의 손해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킴.

【조치사항】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는 상이한 내용의 “입주

자 모집공고”를 승인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에게는 재산상

의 손실을 비롯한 집단민원의 발생과 함께 충주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보이므로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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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과

□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 사업계획서중 태양광사업 내용

및 라오스 MOU 사업은 우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의 파행운영과 운영위원장이 공동회장단 겸직

을 함으로써 여러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음.

【조치사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연의 사업에만 분명히 할 것.

     추후 변질된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계획이

계속 된다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기구 해체도 검토 바람.

기후에너지과

회 계 과

□ 18년도 충주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관련

  ○ 1차 낙찰자(중**건설) 선정되었으나 사업무산,

     2차 낙찰자(은****)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재선정 된

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조치사항】

  ○ 사업설계시 사전작업이 부정확한 사항임,

     2차 낙찰자 재선정 이유 추후 조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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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과 소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 사항 비고

건축디자인과

□ 세영 첼시빌@ 민원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4

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

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8

항에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ㆍ복

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조치사항】

  ○ 감사사항 및 조치결과를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동

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목적을 우선 고려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도 로 과

□ 호암택지 인수ㆍ인계관련

현

장

조

사

【조치사항】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시공

후에 겉표면이 불량하여

재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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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개 발 과

도 로 과

□ 호암택지 인수ㆍ인계관련

현

장

조

사

【조치사항】

  ○ 인도상에 배전함이 장애인 유도석을 가로막아 불편을 초

래하므로 옆쪽으로 이설 바람

  
○ 사진1번 : 배수로 재정비 요망

   사진2,3번 : 배수로 맨홀주변 재포장 및 유출된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 바람

【조치사항】

○폭우 등에 대비한 집수정이

부족하여 추가 설비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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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1

              【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 투자유치 업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19년 투자유치 주요성과 

    - 협약기업 : 20개 / 투자액 : 1조 1,680억원 / 일자리창출 : 1,765명

    - 제3기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체 간담회 실시 1회 

    - 2019년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현황

업체 지급결정액 도비 시비 비고

합계 830,000 52,500 528,500

아이배냇 80,000 - 56,000 1차분, 당초예산

전성 250,000 52,500 122,500 1차분, 1회추경

엘에스신소재 350,000 - 245,000 1차분, 1회추경

선앤두 150,000 - 105,000 1차분, 1회추경

      ※ 1차 지급분은 착공후 지급결정액의 70% 지급

  ● 위 성과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우량기업을 관내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됨

     <업무담당자 : 경제기업과 행정7급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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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2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수목 전지 및 입목폐기물 처리

   ◦ 사업단지 : 3개 단지

      (중앙연립 17,000천원, 영락빌라 2,500천원, 연수주공1단지 50,000천원)

  ● 그 동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18년까지 수목 전지 및 입목폐기물 처리할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지출

   ◦ 2019년에는 수목전지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입목

폐기물은 동량면 소재 우드림바이오(주)와 협의하여 처리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 충주시 예산을 절약한 공로가 큼.

  ● 공동주택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주어진 책임과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부서원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는 등 모범공무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됨.

     

                  <업무담당자: 시설6급 이금화>       

  



제3부 시의회

736

수범사례3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 관학협력 지역개발디자인사업 추진 우수사례

  ● 지역개발디자인 연구용역 추진

   ◦ 사 업 비 : 20백만원

   ◦ 용역업체 : 건국대학교 지역디자인 개발센터

   ◦ 용역내용 : 시민복합문화센터 조성 외 11개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 추진실적(※2009∼2018 제안 프로젝트 : 104건)

      - 실제 사업 프로젝트 : 12건(충주호 인공 수초섬 등)

      - 중장기 검토 프로젝트 : 13건(시조스키장 리모델링 등)

   ◦ 활용방안

      - 실행 가능한 디자인은 실무부서에서 사업 추진

      - 정부 등 공모사업 예산확보 자료, 중장기 도시개발 디자인 적극 활용

  ● 디자인충전소 운영(하계·동계 방학기간 1개월씩 운영)

   ◦ 사 업 비 : 7백만원

   ◦ 인력구성 : 지도교수 1명, 인턴학생 4명(산업디자인과 학생)

   ◦ 개발내용 : 호암지 야간경관개선, 주덕 마치마을 터널 지다인 등

   ◦ 활용방안 : 소규모 공공디자인 환경개선에 접목 추진

     

                 <업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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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행정사무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2019. 10월)

일� � 시 차� � 수 활� � 동� � 내� � 용 비�고

제237회�임시회 ㆍ�조사계획�수립�및�승인

제238회�임시회

1일차

(10.11.)

ㆍ�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

� � -�보고자� :�안전행정국장

ㆍ�현장조사대상지�선정

2∼4일차

(10.14� ~� 16.)

ㆍ�현장조사(3일간)

� � -�읍면동별� 2∼3개소

5일차

(10.17.)
ㆍ�결과보고서�작성

(2) 대상부서

◦�본청�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읍ㆍ면ㆍ동,� 기타사업소

(3) 대상업무

◦� 2018년도�각종공사(이월사업,�보조금사업�포함),�미발주�사업

� � � ◦�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상황

(4) 조사방법

◦� 2019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청취(상임위원회연석회의)

  ◦�현장확인�대상지�선정�및� 방문조사� :� 3개반�편성

� � � � � -� 현장조사�대상공사�현황청취(읍면동사무소�및�현장)후�조사활동�실시

� � � ◦� 조사결과�분석�및�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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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사반 편성

  (6) 현장조사일정

일�정 시�간
반� � � � � � � � � � � 별

비� 고
1반 2반 3반

1일차
오�전 금가,� 동량 대소원 중앙탑

오�후 산척 주덕 앙성

2일차
오�전 엄정 살미 신니

오�후 소태 수안보 노은

3일차
오�전 용산,� 지현 성내충인,�문화,�봉방 연수,� 교현2

오�후 호암직동,�달천 칠금금릉,�목행용탄 교현안림

반별 반�장 조�사� 위� 원 조사대상지역 사무보조 비�고

1반 박해수
김헌식,� 정재성,� 손경수

유영기,� 천명숙�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용산,� 지현,� 달천,

호암직동

김민남

윤헌중

권혜린

6명/

9개지역

2반 조중근
김낙우,� 안희균,� 조보영

홍진옥,� 함덕수

주덕,�살미,�수안보,�대소원,

성내충인,�문화,�봉방,�칠금

금릉,�목행용탄

최익찬

이시형

박종희

6명/

9개지역

3반 정용학
강명철,� 곽명환,� 권정희,

이회수,� 최지원

신니,�노은,�앙성,�중앙탑,

교현안림,�교현2,�연수

이성호

오상혁

장준상

6명/

7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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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1) 2019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1반)

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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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엄정면 [엄정 미곡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준공 시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마감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배수관 연결부 시공미비

- 수축 팽창에 대비한 의도적 크랙에 대해 마감처리

축산과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사업]

□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공사 진행

- 보통 반려동물 놀이터 등은 타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많음.

향후 반려동물 놀이터 시공 시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는

놀이기구 설치를 지양할 것.

□ 공사 관련 증빙자료 미비

- 준공 당시 사진(구조물 설치 등이 완료된) 없음.

- 준공 후 10월 11일까지 없어졌던 구조물(터널, 점프대 등)이

현장조사대상지리스트공개후갑자기설치되었음을확인.

- 놀이터 내 구조물(터널, 점프대)의 개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완료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준공 검사 및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공사감독공무원 조사 후 처리결과 보고할 것.

(필요 시 구조물 납품업체 고발조치할 것)

기후에너지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재정이 어려운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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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2반)

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지역개발과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수안보교 옆 데크 난간 흔들림‧파손되어 있음

- 보수‧보강 실시 및 측면, 바닥 오일스테인 작업 실시

□ 맨홀뚜껑 체결 볼트 조치

□ 수목관리 및 하천잡초제거 작업 조치

□ 목교 철골구조물 도장 벗겨진 부분 조치

□ 수안보교 데크 강판 마감 피스 미체결 조치

□ 수안보교 난간 창살 고정 불량 조치(불법현수막 단속)

□ 하천변 전기선 관리 부실 (수안보면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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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과 [수안보 미륵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도 요금 징수 철저

문화예술과 [미륵리 특산품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 비가림 시설 설계 반영 검토

□ 화장실 쪽 입구 환경정비 및 안내판 설계 반영 검토

□ 입구 및 바닥 정비 설계 반영 검토

□ 입구 좌우측 화단 정비

□ 목재부분 방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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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지역개발과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공사(5공구)]

□ 교량하부(미공사부분) 준설 조치

주덕읍 [주덕 사락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 올 초 기감사 실시(조사 대상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통보 요망)

[풍덕마을 문화생활관 리모델링공사(건축)]

□ 홈통받이 미설치로 동절기 사고우려(배수로 정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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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삼방 어울림문화센터 신축공사(건축)]

[주덕 삼방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배수로 준설 및 제초작업 조치

□ 벽돌과 체결부위 누수 없도록 조치(실리콘 처리)

□ 물받이 고정부분 미체결

□ 어울림 문화센터 내부 마감 미흡

□ 홈통받이 미설치로 동절기 사고우려(전면, 후면)

□ 어린이 숲 놀이터 석축 부분 및 수도시설 마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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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문화예술과
[관아골 동화관 조성공사]

□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으로 마무

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나와 보니 위치적

으로나 내부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당초 공모사

업(1,229백만원)을 할 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충분

한 고려가 미흡 했던 건 아닌지,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것인지

□ 당초 낙찰 받은 업체의 부도로 사업기간이 지체되어 국

비를 반납하고 3억의 시비를 추가 집행하는 예산 낭비

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와 잦은 설계 변

경이 되지 않도록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

를 요함

□ 내부 1,2,3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합 발주를 하지 않

고 층별 분리발주를 하여 이중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지 않았는지, 향후 분리발주 지양 통합발주 강구

바람

□ 1층 전시공간 입찰 부분에서 현장 여건(38평기준 2억

공사비) 보다는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과연 합당하

게 산정된 것인지

□ 1층 제안서 입찰 과정에서 두 개의 업체가 참여함에

있어 같은 업체라는 생각이 들며, 낙찰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을 맺어 들어온 업체 또한 지난 감사 때 지

적했던 동일 업체로 판명되어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을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3층 데크 설치시 배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한 현장 지도가 필요함



제3부 시의회

746

경제기업과 [청년몰 사업]

□ 나동 청년몰 입구 인터로킹 재시공

□ 나동 청년몰 인터로킹과 건물사이 마감 불량

□ 가동 나동 사이 집수정 설치

□ 당초 가동의 청년몰이 정상 운영되기도 전에 충주시에

서는 수제맥주 업체를 입점 시켜서 청년몰을 활성화 하

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나동을 신축(시비4억)하였음.

나동은 2018년 10월 경에 준공이 되었지만 당초 들어오

기로 했던 수제맥주 업체가 입점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매장을 공실 공간으로 비워두는 차질이 빚어졌고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계획도 변경되는 일이 됨. 한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서 충주시가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

태를 범하였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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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수안보 족욕길 초화류 식재]

□ 분홍쥐고리새(핑크뮬리) 시공 문제점

- 재식재와 관급물량 확인 요청

관광과

소관

[수안보 족욕길 비가림막시설]

□ 천장 방부목 설계와 현재 시공된 나무의 재질이 상이

하여 확인 후 재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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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3반)

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하수과

□ 중앙탑 탑평 하수관로 설치사업

   ·오수 맨홀 뚜겅에 볼트가 체결되어 있지 않음

정상적인 경우 지적 사진

산림녹지과

□ 서충주신도시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산로 두 번째구간 3~4번째 계단사이 설계 변경구간 급경사

보완으로 야자매트(950mm) 설치 요망

·생태통행로 연결 경사면

완만하게 시공요망

·우천시 계단사면 토사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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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지역개발과

□ 혜성학교맞은편안락교공사

·향후 교면포장 교체주기가

도래할 시 아스콘으로

시공요망

·도로경계석 갈라짐

도로과

□ 2018년앙성지당~삼당간도로확포장공사

  ·도로면 배수로 구배가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

□ 앙성용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도로변에 법면 녹화작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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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신니면

□ 신니면옥상방수공사

·옥상 뒤편 난간 재시공 요망(기포 발생, 들떠있음)

□ 내용지구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개거 수문홈이 일치하지 않아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평행

  하게 홈을 밑에 헌치까지 재작업 요망

상수도과

□ 연수동동수10길일원상수도개량공사

  ·상수관로 분기 표시못과 제수변 철개의 수로표시 방향이

  일치하지 않음( 공사 전체구간 재점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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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전체)

  (5) 수범사례

소 관 별 수  범  사  례 비  고

[1반]

소태면

□ 은하천 보수공사

∙친환경적인 시공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절토면,

성토면을 보호하여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태풍) 등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

[시설7급 이국희]

← 공사 당시 사진 (참고)

소 관 별 지 적 사 항 비 고

전부서

(중요)

□ 각종공사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철저

- 보고서 작성 시 빠진 공사내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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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수 범 사 례 비 고

[1반]

하수과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9개소)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맨홀인버터를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을 줄이고, 악취를 방지함.

- 공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정비함.

[시설9급 이창섭]

[2반]

살미면

□공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충주시 살미면 공이2리 마을 일원에 갑둥이재 산책로

(부분)정비, 참샘물 복원, 꽃동산 및 쉼터 조성, 경관

수목 식재 등 힐링공간과 생태보존공간 조성사업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함

[시설9급 윤태호]

[2반]

도로과

□목행동 수변무대~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공사]

∙목행동 676-16번지(목행삼거리)일원에 목행동 수변무대와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150m설치하여 수변시설 이용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주민생활불편 개선

[시설6급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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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수 범 사 례 비 고

[3반]

상수도과

□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1차분)

· 농촌면단위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로

    약 3.5킬로정도의수도관, 배수지 150톤 2지신설함으로써  

  주민 공중위생을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기존 물탱크는 시각적으로 난반사로 인한 눈부심 및

    주변 환경과 불균형으로 시각적 이질감 형성

    現 배수지(물탱크 150Ton×2지, 재질 : 스테인리스) 설치에

    대한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하여 주변 자연환경에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시각적 이질감 해소

[시설7급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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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주요 의정홍보 활동

1. 의정홍보 개요

1995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재출범한 이후 24년을 맞아

지방분권의 실현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

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의결기관이며,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

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제8대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는 첫 여성의장의 탄생과 함께 초선의원의 당찬 용

기와 재선의원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

였다. 그에 발맞춰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는 의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의회소

식지 발행,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홍보를 시행

하였다.

제8대 충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와 임무에 집중하여 지역과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

히 해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2.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내실을 다져 일하는 의회’ 홍보

2019년 충주시의회는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라는 기치로 근본에 충실하

며 행동에는 유연함이 드러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쓴 한 해로 평가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현장 중심의 활동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임을 통감하고, 시정 전반에 관련된 지식을 더욱 두텁게 쌓는 한편, 의정활동

기간 외에도 현장에서 급변하는 시정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유연함을 보여 주었다.

2019년 한해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31

건, 동의안 21건을 포함하여 총 226건의 의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6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문, 어린

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등 시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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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작은 목

소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3. 언론을 통한 홍보

  (1) 의회 소식지 발행 

◦ 책 자 명 : 충주의회 소식

◦ 발행일자 : 분기별(연 4회)

◦ 발행부수 : 2,000부(28쪽 분량)

  (2)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운영

◦ 운영내용 : 회기별 본회의장 인터넷 생방송 실시를 통해 시민에게 알권리 제공

및 참여하는 의정 실현

◦ 운영횟수 : 회기별 본회의 일수와 동일

  (3)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의정 홍보

◦ 필 요 성 : 의정활동 적극 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언론홍보 : 지면 및 배너광고(22개사 / 2~3회)

◦ 홍보내용 : 의회동 1층 안내모니터 운영(회기일정, 의정활동사항 안내 등)

언론인과의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정활동사항 홍보

4.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시민의정’

충주시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시민중심의 의회’이다. 시의회는 소통과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곳부터 미처 눈길이 닿지 않은 어두운

곳까지 빠짐없이 살펴서 지역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싹트는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창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단한 기반을 다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시민 생

활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 시민들로부

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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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9년에 주목받은 충주시의회‘의정 뉴스’

일 자 내    용 언 론 사

1.13 충주시의회, 행복위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충북일보외 1

2.7 충주시의회, 충주역세권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 중부매일외 5

2.10 충주시의회, 구제역 방역초소 격려 대전일보외 3

2.21 충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특강 실시 국제뉴스외 1

2.24 충주시의회,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에 힘 보태 충청투데이외 7

4.26 충주시 산업건설위원회, 레미콘 운송연합과 간담회 실시 중도일보외 2

5.10 충주시의회, 충주역세권개발 포럼 개최 중도일보외 1

5.1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충청투데이외 6

6.25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충청일보외 5

6.27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 1주년 중도일보외 1

7.16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에 의원들이 나섰다 동양일보외 10

7.22 충주시의회, 코아루더테라스 조사특위 구성 중부매일외 6

8.18 충주시의회, KBS 지역방송국 통폐합 반대지지 성명 발표 충청투데이외 7

8.28 충주시의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길거리 홍보 중도일보외 5

9.3 충주시의회,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촉구 결의안 채택 뉴시스외 10

9.10 충주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충청일보외 5

9.10 충주시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일보외 2

10.7 제72차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에서 열려 중부매일외 8

10.14 충주시의회, 현안사업 현장사무조사 분주 동양일보외 4

10.22 2019 자원봉사 릴레이운동 동참 충청일보외 8

11.13 충주시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중도일보외 4

11.14 충주시의회, 의원들 2020년도 수능 수험생 격려 충청일보외 4

11.14 추주시의회, 제7회 어린이 회의진행교실 성료 중도일보외 4

11.15 충주시의회, 충주혜성학교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국제뉴스외 5

11.19 충주시의회, 명품 사과 대만 수출 확대 적극 나서 뉴시스외 14

12.2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 댐피해연구와 주변지역 발전방안 포럼 개최 충청투데이외 4

12.24 충주시의회, 2019년 한해의 성과를 말하다 중도일보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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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역대 의회의원 명단

구분 의원명 의원수 비고

제1대 충주시의회

임병구, 지정환, 한갑수, 한정교

이종훈, 이해수, 민병천, 홍병각

홍덕기, 한기훈, 윤희갑, 임장식

신상옥, 이삼철, 권영대

15명

제2대 충주시의회

한갑수, 이해수, 김복수, 김동철

천중원, 이창훈, 이승희, 임정항

윤달영, 권오섭, 김동섭, 송황극

장한근, 이종하, 김동수

15명

제3대 충주시의회

장희승, 신대우, 박태식, 장정식

임경식, 윤병태, 변봉준, 안재철

김광일, 안종원, 임종윤, 김춘제

권영관, 홍건차, 권영운, 김영진

16명

중 원 군 의 회

김영휘, 진교철, 권용훈, 이학영

조원호, 이세일, 이종국, 김택수

이상춘, 최선환, 김영선, 허시욱

김춘수

13명

도․농 시군통합

제1대 충주시의회

이학영, 김영휘, 진교철, 권용훈

조원호, 이세일, 이종국, 김택수

이상춘, 최선환, 김영선, 허시욱

김춘수, 장희승, 박태식, 임경식

윤병태, 변봉준, 안재철, 김광일

안종원, 임종윤, 김춘제, 권영관

홍건차, 권영운, 김영진, 신대우

장정식

29명



제3부 시의회

758

구분 의원명 의원수 비고

제2대 충주시의회

이학영, 임병호, 김대식, 권용훈

김남중, 이세일, 이종국(김관수)

정우택, 임병헌, 이승의, 김영선

이영훈, 김춘수, 장희승, 임경식

권순옥, 임춘식, 변봉준, 임병생

안재철, 김광일, 하성대, 권오찬

양승철, 장정식, 전수복, 박장열

박대성, 황병주, 최용태

30명

제3대 충주시의회

이학영, 김원석, 김대식, 이종원

김남중, 서광덕, 김관수, 백승덕

임병헌, 이승의, 안규진, 채준병

김춘수, 장희승, 정규용, 변봉준

김무식, 김광일, 하성대, 박인규

권혁부, 박장열, 황병주

23명

제4대 충주시의회

김종하, 김원석, 김대식, 이종원

김남중, 허종회, 우종섭, 김기정

임병헌, 김용성, 윤준희, 이명구

권향뢰, 안재철, 권순옥, 정태갑

김무식, 강칠원, 고명종, 한갑동

임성균, 김기선, 이종갑, 황병주

24명

제5대 충주시의회

강명권, 곽호종, 김경숙, 김종하

김헌식, 류호담, 박인규, 신순철

심재연, 심재익, 심종섭, 양승모

윤범로, 이종갑, 정상교, 지덕기

최병오, 홍진옥, 황병주

19명

제6대 충주시의회

김헌식, 홍진옥, 강명권, 윤범로

송석호, 정태갑, 천명숙, 김기자

류호담, 서성식, 안희균, 양승모

이재문, 이종구, 이호영, 천윤옥

(연제철), 최근배, 최용수, 허영옥

19명



제3부 시의회

759

구분 의원명 의원수 비고

제7대 충주시의회

윤범로, 최용수, 이종구, 천명숙

이호영, 최근배, 김인기, 권정희

김기철, 김영식, 김헌식, 박해수

신옥선, 우건성, 이종갑, 정상교

정성용, 허영옥, 홍진옥

19명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권정희, 곽명환, 김헌식, 안희균

유영기, 이회수, 정재성, 천명숙

최지원, 함덕수, 홍진옥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