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정표

6월 10일: 콜우드

5월 27일

6월 11일: 킴벌리 및 캐슬가

공청회 참석 등록 시작

6월 12일: 킬로나 및 캠루프스

6월 3일

6월 13일: 코트니 및 퀄리컴비치

재무 장관(Minister of Finance) 예산
협의문 발표

6월 14일: 밴쿠버
6월 17일: 프린스루퍼트

협의 시작

6월 18일: 키티마트 및 프린스조지

6월 28일

6월 19일: 포트세인트존 및 퀘넬

협의 종료: 의견 수렴 마감일

6월 20일: 애버츠퍼드
6월 21일: 서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월
위원회에서 의견 검토

2020년도

BC주협 의예산
보건?
교육?
경제 개발?

7월 말/8월 초

환경?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 발표

2월 셋째 화요일
2020년도 예산안 발표

주택?
사회복지
서비스?

재무및정부서비스특별상임위원회

(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S)
전화: 250.356.2933 또는
BC주 내 무료 전화 1.877.428.8337

공공 안전?

...?

이메일: FinanceCommittee@leg.bc.ca
웹사이트: bcleg.bc.ca/FGSbudget

@LegislativeAssemblyBC
@BCLegislature
@BCLegislature
재무및정부서비스특별상임위원회

BC주를 더 살기 좋은
재무및정부서비스특별
상임위원회(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s)란?

재무및정부서비스특별상임위원회는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회의
10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정부
및 제1야당을 대표하는 주의원(MLA)
7명으로 구성됩니다.
예산투명성및책임성법(Budg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예산 협의회를 열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법은 또한 재무 장관에게 동 위원회에
회부되는 예산 협의문을 발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협의문에는 주요
사안과 BC주 주민들의 의견 피력 방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번 BC주
예산에 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
이르기까지, BC주 주민 여러분이 다음번 주
예산에 관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BC주 전역의 각 지역사회에서
동 위원회에 직접 말할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번 주 예산에
대한 동 위원회의 권고안의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동 위원회의
권고안은 7월 말/8월 초에 발표될
보고서에 요약됩니다. 다음번 주 예산안은
2020년 2월 셋째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참여 방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기
의견서 제출하기
✓

온라인 설문지 작성하기

공청회 참석을 위한 온라인 등록은
5월 27일에 시작됩니다. 화상 회의
기회와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2019년 6월
3일 에 시작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십시오

bcleg.ca/FGSbudget
의견서 우송 주소:

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s
Room 224, Parliament Buildings
Victoria, BC V8V 1X4
의견 제출 시한은 2019년 6월
28일입니다.
참여 방법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bcleg.ca/FGSbud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