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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

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

고 확신하며, 2020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을 마치며

편집위원

편집후기
편집을 마치며

83



2
0
2
0

전
주
시
의
회 

회
보 

제
2
4
호

「지역구, 성명순」

2020
24



2020

24

04

05

06

07

08

10

발간등록번호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발행처  전주시의회_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230.3730   Fax.063.230.3657

디자인/인쇄  두인기획

발간사

축  사 

HIstory

전주시의회 구성

전주시의회 의원총람

의정활동 성과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의회 연혁

제11대 전반기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Contents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

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

고 확신하며, 2020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을 마치며

편집위원

편집후기
편집을 마치며

83



2
0
2
0

전
주
시
의
회 

회
보 

제
2
4
호

「지역구, 성명순」

2020
2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0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0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1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2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3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4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5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6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2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3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4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5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6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7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8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79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80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81
	전주시의회24호_페이지_뒷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