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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2년

3 월

24 일

(목)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 의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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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아진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천군의회 임시
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

습니다.

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

-------------------------------------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아진
(군수제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

(10시00분)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

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그리고 정해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

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

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사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

을 드립니다.

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아진

회의를

모두

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주신 바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안)에

이현호, 김아진 (6명)

대하여

세출예산

부분에서

일반회계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
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부분
에서 일반회계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
비비로

계상하고

마치겠습니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