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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등 안내
Public Hearing & General information 

구의회 방청 안내 |  Public Hearing | 

 �   사하구민은 누구나 방청권을 교부받아 의회의 회의상황을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권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Any Saha-gu resident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ouncil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ncil chairman in 

advance.

�  

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saha.go.kr) | Website | 

 �   사하구 의회는 구민이 보다 편하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의원프로필, 의회운영, 의정활동, 회의록 등의 내용이 공개

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The council operates the website so that all our residents can search for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council members’ profiles, Council operations, legislative activities, and e-minutes.

�

회의록 시스템 | E-Minutes | 

 �   의회의 각종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매회기 회의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he council provides e-minutes of each general meeting via e-minutes system on the website. 

� 

의   장   실  Chairman's Office 051)220-4600, 4681(부속실)

부 의 장 실  Vice-Chairman's Office 051)220-4850

상 임 위 원 장 실  Chair of Standing Committee 051)220-4856~8, 4864(부속실)

사 무 국 장 실  Secretary-General Office 051)220-4700

전 문 위 원 실  Expert Member's Office 051)220-5660, 5670, 5680

의 회 사 무 국  Secretariat 051)220-4871~8, 4868(방송실)

F A X  Facsimile 051)220-4879

구의회 전화번호 | Contacts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Saha-Gu Council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7 (당리동), 홈페이지(http://council.saha.go.kr)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의 회 안 내
DISTRICT COUNCIL INTRODUCTION의회안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Saha-Gu Council of Busan Metropolitan City

의회안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사하구의회 의장 이용덕입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사하구의회가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살아 있는 의회,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사하구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make the truly open council cooperating with the residents of Saha-gu.

Dear residents of Saha-gu, as a Chairman of the Saha-gu Counci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your support.

The 7th Saha-gu council of the second half prioritizes the cooperation with the 

residents. So We will strive to make the council more open and friendly to the 

residents. We will respect our residents. We will build the trust with our residents. 

And we will be faithful in our given duties. 

We ask you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encouragement towards our efforts.

Thank you.

의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Chairman

의장  이 용 덕
Chairman
Lee, Yong Duk

의 회 안 내



의회연혁 / 의회기구표
History of Council / Organization 

임기(1991.4.15.~1995.6.30.), 개원일(1991.4.15.), 의원수(24명)

임기(1995.7.1.~1998.6.30.), 개원일(1995.7.10.), 의원수(30명)

임기(1998.7.1.~2002.6.30.), 개원일(1998.7.10.), 의원수(16명)

임기(2002.7.1.~2006.6.30.), 개원일(2002.7.12.), 의원수(16명)

임기(2006.7.1.~2010.6.30.), 개원일(2006.7.5.), 의원수(15명)

임기(2010.7.1.~2014.6.30.), 개원일(2010.7.7.), 의원수(15명)

임기(2014.7.1.~2018.6.30.), 개원일(2014.7.7.), 의원수(15명)

제 1대 사하구의회 
제 2대 사하구의회
제 3대 사하구의회  
제 4대 사하구의회 
제 5대 사하구의회 
제 6대 사하구의회 
제 7대 사하구의회 

�

�

�

�

�

�

�

term(1991.4.15.~1995.6.30.), opening day(1991.4.15.), members(24)

term(1995.7.1.~1998.6.30.), opening day(1995.7.10.), members(30)

term(1998.7.1.~2002.6.30.), opening day(1998.7.10.), members(16)

term(2002.7.1.~2006.6.30.), opening day(2002.7.12.), members(16)

term(2006.7.1.~2010.6.30.), opening day(2006.7.5.), members(15)

term(2010.7.1.~2014.6.30.), opening day(2010.7.7.), members(15)

term(2014.7.1.~2018.6.30.), opening day(2014.7.7.), members(15)

The 1st council

The 2st council

The 3st council

The 4st council

The 5st council

The 6st council

The 7st council

�

�

�

�

�

�

�

�

�

�

�

�

�

�

의장
Chairman

부의장
Vice-Chairman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의정계장
Council Accountant

전문위원
Expert Members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도시위원회
City Growth Committee



회기 / 본회의 / 위원회
Sessions / General Meeting / Committees

��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연간 100일 이내이다. 정례회는 매년 2회 45일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시 개최

�� �The council holds regular and provisional meetings combined for up to 100 days every year. Regular 

meetings are held twice a year for up to 45 days per session. A provisional meeting is per maximum of 15 

days per session.

�

회  기 | Sessions  | 

회기/본회의/위원회

�� �회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 �General Meeting is held with the attendance of all councilors and all agenda items are deliberated for the 

final decision.

�

본회의 | General Meeting |

회기/본회의/위원회

��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 �A committee reviews agendas and petitions of the relevant divisions. The council has 3 standing committees 

and 1 special committee. Standing Committees are Steering Committee, General Affairs Committee and City 

Growth Committee. Special Committee is Special Committee for Budget and Accounts. 

�

위원회 | Committees |

회기/본회의/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Operations of Standing Committees

의회운영위원회(위원 7명 겸임) 
Steering Committee(7 Members) |

�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The Council Steering Committee deals with the overall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ncil and duties of the Council 

Secretariat.

�  

총무위원회(위원 7명) | General Affairs Committee(7 Members) | 

�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괴정1동~하단2동)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  The General Affairs Committee supervises and manages the affiliates including Planning Division, 

Inspection Division, Creative City Planning Office, Administration office as well as health centers, Eulsukdo 

Cultural Center, Dadae Public Library and local community centers(Goejeong 1-dong~Hadan 2-dong).

�

의사일정심사 ▶
evaluation of the agenda

◀
조례안 등 심사
evaluation of ordinance bill

▶
현장방문활동
touring sites

� 도시위원회(위원 7명) | City Growth Committee(7 Members) |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동 주민센터(신평1동~감천2동)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The City Growth Committee supervises and manages the affiliates including Welfare Environment 

Department, City Safety Department and local community centers(Sinpyeong 1-dong~Gamcheon 2-dong).

�

◀
조례안 등 심사
evaluation of ordinance bill

▶
현장방문활동
touring sites



의회주요기능
The Main Functions of Council

조례 제정·개정·폐지
Enactment, Amendment, and Revocation of Ordinances | 

�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의해 만든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Ordinances are the legislation enacted by a local government. Some ordinances can benefit the residents 

with the better welfare and relieve their burdens as others can limit the residents’ rights and impose duties 

on them. But the legal mandate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or penal provisions limiting the residents’ 

rights or imposing duties on the residents.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Examination, Comfirmation, and Approval of the Budget    | 

�  예산은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

된다. 집행된 예산은 의회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  The council examines and confirms the yearly budget organized and submitted by Saha-gu government. 

The budget execution must be confirmed by the council of the following year.

�

행정사무감사 | Administrative Inspection |

�   매년 정례회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상태를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The Council conducts administrative audits for up to 9 days per year during its regular meeting period.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Saha-gu government are reviewed and corrective measures are demanded for 

administrative faults.

�

청 원 | Petition | 

�  청원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사항이나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다.

�  Residents have the right to express opinions or requests to the Council. Any resident can submit his/her 

request of opinion in written document  with more than one member’s introduction.

�

총무위원회(위원 7명) | General Affairs Committee(7 Memb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