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事務局）
현의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장,

부사무국장이하, 비서과, 총무과, 의사(議事)과, 

정책조사과, 도서실로 구성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직원정수는 66명.

의장, 의원, 회파
（議長、議員、會派）

의　장（議長）

의장,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의장은 본회의의 진행이나 의장내의 질서 유지에

진력하는것 이외에 사무국직원의 임명, 지휘

감독등을 실시한다.

또 의장은 현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어, 현의회

의사의 외부에의 발표나 지사와의 연락이나 교섭,

의회에서 가결한 의견서의 정부기관에의 제출 등 을 

담당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등에 

의장역을 대신한다.

의　원（議員）

의원은 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

년이다.

사이타마현 의회는 52개의 선거구(選擧區)에서 선출된 

9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권은 사이타마현내에 3개월이상 살고 있는 18

세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다. 또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소유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있다.

회 파（會派）

회파는 정치적 신조(信条)가 같은 의원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회활동은 그 회파가 중심이 되어 행하여

지고 있다.현재의 회파는 다음과 같다.(2019년7월 현재) 

사이타마현의회 자유민주당 의원단 

무소속 현민회의

사이타마 민주 포럼

사이타마현의회 공명당 의원단 

일본 공산당 사이타마현의회 의원단 

무소속개혁의 회

의사당, 사무국
（議事堂、事務局）

의사당（議事堂）

　현재의 의사당은 1983년5월에 완성되었다. 

1885년에 처음 건설한 것으로 5대째를 맞이 한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18,000㎡, 건축비는 약77억엔.

사이타마현（埼玉縣）의 모습 

사이타마현(埼玉縣)은 관동평야(關東平野 )의 중앙에 

위치하는 내륙현(内陸縣) 이고, 동쪽은 이바라기(茨城), 지바

(千葉), 서쪽은 나가노(長野), 야마나시(山梨), 남쪽은 도교(東

京), 북쪽은 군마(群馬), 도치기(栃木 )의 1도 6현에 

인접하고 있다 

2019년7월 현재 시정총(市町村)수는 40시(市), 22정

(町), 1촌(村) 으로　총63 개이고, 시(市)의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청(縣庁)의 소재지는 사이타마시(さいたま
市)다.

면적은 약3,800k㎡로 일본국토의 1%에 해당하여, 

산지가 1/3, 평지가 2/3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건조한 북서(北西)의 

계절풍이 부는 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수해(風水害 )는 비교적 적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쾌청(快晴) 한날이 많고 살기 좋은 기후다.

인구는 2019년7월 현재 약733만명이고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젊은 현이다.그러나, 증가해 온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한다고 예상되어 있다. 2030년에는 

후기고령자인구가 2015년의 약1.7배에 증가한다고 

예 상 되 어 ,  전 국  톱  클 래 스 의  스 피 드 로  고 령 화 가 

진행한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금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하기 위해서, 현의 

활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주된 시설로서는 방청석을 갖춘 본회의장, 위원회실, 

의장실,  회파의 

대기실등이

있다. 또 의원의 

조사 연구를

위해서 도서실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 지도상의
사이타마현의 위치

사이타마현

일본

사이타마현

의회의 개략

위원회실（委員會室）

의장실（議長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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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는 일본 헌법 제8장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있다. 헌법에서는 각각의 지방 자치단체에는 의사

(議事)기관인 의회를 두는 것,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条例)를 제정할 수 있는것,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과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의해, 

역할을 분담하면서 지방 자치를 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청 전경

현의회와 집행기관

현 ( 縣 )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불려 , 현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은 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켜 간다 . 

양자는 각각이 현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현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 그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현행정의 

양륜 (両輪 )〝라고도 말해주고 있다 .

현의회의 기능

현(縣)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과 함께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의결권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책정ㆍ결산의 인정등에 대해서 

의결할수 있다.

2. 선거권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위원등을 선거할수 있다.

3. 검사권·감사청구권

사 무의 관 리,  의회결의의 집행 등의 상황 에대한 

서면조사를 할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 할수 있다.

4. 조사권

현의 사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ㆍ

자료제출요구 이외에 관계자에 대한 출두, 증언,기록의 

제출을 청구 할수있다.

5. 그외

국회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의견서제출권, 청원(請
願) 수리권, 부지사・감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의안(議案)의 제출권은 지사와 의원의 쌍방이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제출권은 지사에 전속(専属)하고 있다.

현의회에께는 지사에 대한 불신임의결권ㆍ지사에게는 

현의회의 해산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현의회의 운영 

사이타마현의회는 조례에 의해 년 4회(2월,6월,9월,

12월)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할 경우에 특정 사건에 

한해서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다.정례회의 회기는 보통2

월ㆍ신년도예산의 심의 때문에 35일간 정도 그 이외는 

20일간 정도다.

한편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회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위원회는 각회파의 의원수에 따라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기, 의사일정, 의안등에 관해 협의, 조정하고, 

의안, 청원등의 심사를 한다.

위　원　회（委員會）

상임 위원회（常任委員會）

사이타마현 의회에는 조례에 의해 다음과 같은 8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소관(所管)사항에 관한 조사 

및 의안,청원(請願) 의 심사를 하고 있다.

１　기획재정위원회

２　총무현민생활위원회

３　환경농림위원회

４　복지보건의료위원회

５　산업노동기업위원회

６　현토(縣土)도시정비위원회

７　문교위원회

８　경찰위기관리방재위원회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사이타마현 의회에는 필요한 경우, 의결에 의해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정의 중요과제등 특정한 

안건에 관해 심사를 하고 있다.

본회의장

의장에게 제출

의안의 처리절차

상정(上程)

제안자의 설명

질의·질문

위원회에 의탁

제안자의 설명

질의

토론

채결

위원장보고

질의

토론

채결

지사(知事)에게 송부 

(지사가 실시하는 것)

의회에서 처리

(의회에서만 처리할 

수있는 것)

본　회　의

위　원　회

본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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