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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4월19일(화)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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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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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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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철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다.

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

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09시31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위원장 김대순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

겠습니다.

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

니까?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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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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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참조>

(끝에 실음)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

의원 대표발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임지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

2 제311회-제1차 의회운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남철

의안번호 제3188호와 제3189호, 2건의 조례안·규칙

다.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

의안번호 제3188호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겠습니다.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님께

당초예산 대비 2억 2,207만 9천 원이 증가한 30억

서 대표발의 하였고, 2022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

3,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 회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차량 렌트비

다음 의안번호 제3189호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은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회사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고, 2022년 4월 11

무국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50만 원, 회의실 사무용

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구 및 부속실 사무가구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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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참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 의장석 영상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표출 모니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 홍보에 따른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장비 구입에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서 무선마이크 장비 330만 원과 마이크 및 앰프 스

의회사무국장 허남철입니

(끝에 실음)

탠드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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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1억 9,333만 5

○위원장 김대순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위원장 김대순

사안이므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회사무국)

다.

(09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위원장 김대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제1회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의

(09시37분 회의중지)

회사무국)

(09시39분 계속개의)
(09시34분)

○위원장 김대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

비심사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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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순입

니다.

속기사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8억

1,331만

2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억

2,207만 9천 원이 증액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30
억 3,539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총 1
건, 5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
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
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는 4월 25일 개회하
는

◯기록 담당 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 홍 철

김 대 순

이 정 현

하 순 태

김 병 권

이 영 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

허남철

전문위원

임지영

총무팀장

황영석

의정홍보팀장

박재훈

의사팀장

이민규

정책지원팀장

손라영

이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