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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사무국

────────────────────────────────────────────────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0: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

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6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

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6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조영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의회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2억 8,266만원으로 이 중 71억 1,51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1억 6,755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4억 4,752만원으로 33억 5,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8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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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입니다.

  74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407만원으로 1억 5,2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3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2,14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101만원을 집행하

고, 남은 집행 잔액은 1,044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억 8,114만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33억 4,47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639만원입니다.

  79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6,845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5,19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편성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곽기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세출 결

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2억 8,266만원, 지출액은 71억 1,511만원, 집행 잔액은 1억 6,755만원입니

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

뤄졌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

한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결산안 4-1권 6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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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구점득  김상찬  김상현  심영석

  이종화  이헌순  정길상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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