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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올여름 날씨도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게 하는 처서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11

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창원 더 큰 미래』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110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여름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국지성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재기에 몸부

림치는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공무원들과 오십다섯분 의원님이 함께 

수재의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마음

으로부터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수해피해가 없었지만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심각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방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상 부문”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수   

|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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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박완수 시장님께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10만 시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경제적 피해가 세계 GDP의 

20%까지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며 살아가고 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수도로써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이는 등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동참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시민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379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과 대안제시 등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는 출향 인사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고향의 따뜻한 정도 듬뿍 담고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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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           장 

김 이 수
한나라당, 아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   의   장

유 원 석
한나라당, 너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의회운영위원장

이 상 인
한나라당, 하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경제복지위원장

이 상 석
한나라당,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기획행정위원장

이 찬 호
한나라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환경문화위원장

강 장 순
한나라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균형발전위원장

박 해 영
한나라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도시건설위원장

김 종 대
민주당, 파선거구

(회원1,2, 석전1,2, 회성, 합성1동)

|  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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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인 위원장 
한나라당, 하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김 윤 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차 형 보 간 사 
무소속,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조 준 택
한나라당, 거선거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노 창 섭
민주노동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동 수
무소속,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강 기 일
한나라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정 영 주
민주노동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박 철 하
한나라당, 더선거구
(이, 자은, 덕산, 풍호동)

조 갑 련
한나라당, 타선거구
(내서읍)

이 찬 호 위원장
한나라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상 인
한나라당, 하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노 창 섭 간 사 
민주노동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성 일
무소속, 더선거구
(이, 자은, 덕산, 풍호동)

이 희 철
한나라당, 라선거구
(봉림, 용지동)

정 우 서
민주당, 너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이 명 근
한나라당, 자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최 미 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정 광 식
한나라당, 차선거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김 성 준
한나라당, 타선거구
(내서읍)

http://council.changw
on.go.kr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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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 영 위원장
한나라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황 일 두
한나라당, 카선거구
(교방, 노산, 합포, 산호동)

박 철 하 간 사 
한나라당, 더선거구
(이, 자은, 덕산, 풍호동)

송 순 호
민주노동당, 타선거구
(내서읍)

방 종 근
한나라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장 병 운
한나라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공 창 섭
민주노동당, 라선거구
(봉림, 용지동)

홍 성 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 기 일
한나라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조 재 영
민주당, 비례대표

정 쌍 학
한나라당, 자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이 상 석 위원장
한나라당,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김 태 웅
민주노동당, 더선거구
(이, 자은, 덕산, 풍호동)

조 갑 련 간 사 
한나라당, 타선거구
(내서읍)

심 재 양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 영 희
민주노동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 윤 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 문 웅
한나라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심 경 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 순 식
한나라당, 카선거구
(교방, 노산, 합포, 산호동)

박 순 애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 삼 동
한나라당, 파선거구
(회원1,2, 석전1,2, 회성, 합성1동)

균 형 발 전 위 원 회

경 제 복 지 위 원 회

|  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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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 순 위원장
한나라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이 형 조
한나라당, 파선거구
(회원1,2, 석전1,2, 회성, 합성1동)

조 준 택 간 사 
한나라당, 거선거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문 순 규
민주노동당, 하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차 형 보
무소속,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유 원 석
한나라당, 너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장 동 화
무소속,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김 하 용
무소속,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여 월 태
민주노동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이 해 련
민주당, 비례대표

강 용 범
한나라당, 아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김 종 대 위원장
민주당, 파선거구
(회원1,2, 석전1,2, 회성, 합성1동)

김 종 식
한나라당, 차선거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김 동 수 간 사 
무소속,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손 태 화
민주당, 하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배 종 천
한나라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전 수 명
무소속, 거선거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정 영 주
민주노동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김 헌 일
무소속, 너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김 석 규
민주노동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이 성 섭
한나라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이 옥 선
진보신당, 자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http://council.changw
on.go.kr

환 경 문 화 위 원 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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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안건처리현황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  2010. 1. 5 개관한 창원과학체험관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그 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함.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조직개편 후 민원사무중 구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 위주로 재조정 하고자 함.

▣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외 2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공유

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결 받고자 함. 

▣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제안이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임시회  

(2011. 5. 12 ~ 5. 18)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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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제안이유 :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69, 69-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

반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탁노소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는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또는 폐지 되었으므로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제안이유 :  2005. 02. 0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마·창·진 광역도시

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성산구 사파정동 일원의 주거용지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2011. 3. 29)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의 

감면범위 확대 및 대체취득 처분기간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조항 시행에 따른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이찬호 의원 등 11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우리시에서 도내 및 부산지역에 전화를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시내·외로 

이원화 되어있는 요금체계를 모두 시내 요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여 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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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경제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한-EU FTA에는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의견첨부 원안가결

   ● 제안이유 :  프로야구 제9구단이 110만 창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원시의 문화·여가·경제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창원 

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우리시와 (주)엔씨소프트간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운영 및 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한 협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1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항만경쟁력 강화와 항만공사의 공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타지자체 수준의 경감 필요

▣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

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웅천도요지 전시관의 전시기획과 소장유물 및 체험동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자문화 발전과 관람객 편익 증진을 도모 

다양한 관람수요에 맞춰 관람객에게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전문

화된 유물 전시로 관람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웅천도요지 전시관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의견채택

   ● 제안이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제1차 정례회  

(2011. 6. 20 ~ 7. 13)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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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이옥선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문순규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정영주·김태웅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제 안 자 : 심재양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지역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의 국제도

시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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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과 

창원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당면 노사문제를 협의 조정하여 산업

평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사전협의하고 

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창원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 제 안 자 : 강장순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실질적인 통합원년을 맞아 “환경수도 창원”시책을 활성화 하고 주민 

자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환경 실천운동 전개로 세계속의 선진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으뜸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문신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문신미술상의 영역을 넓혀 청년작가상을 

신설하여 작가 등용문으로서의 문신미술상의 위상을 더하고자 함.

▣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김석규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채택

   ● 제안이유 :  창원시 의창구 읍·면 일원의 농림지역중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2008.12.26) 및 제2011-6호(2011.02.15)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

으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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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차형보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규정에 따라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안정화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개발욕구 충족 및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

의2에 따라 부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 도모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단일시책사무, 특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팀 운영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팀을 과내로 편제하고, 투자

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투자유치과를 경제국으로 직제를 

조정, 행정국 성과관리 업무를 기획정책실로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조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마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 찬성의견채택

   ● 제안이유 :  본 구역은『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토지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창원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임시회  

(2011. 8. 24 ~ 9. 1)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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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안)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 찬성의견채택

   ● 제안이유 :  관내 마산합포구 원도심 지역내 오동동 창동 어시장권역의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침체상권의 회복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이상석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성이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강영희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한·EU FTA 지원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6.30시행)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0. 6. 10)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

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관리 참여 유인 확대를 통해 

도시교통 혼잡 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하고자「창원시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12. 29)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2009. 6.30, 7.16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과 통합 이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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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납비율

(%)

미  수  납  액

소    계 결손처분 이    월

계 2,746,253,871 2,608,308,812 95.0 137,945,059 16,938,745 121,006,314

일반회계 2,022,562,015 1,941,967,378 96.0  80,594,637 15,168,402  65,426,235

특별회계  723,691,856  666,341,434 92.1  57,350,422  1,770,343  55,580,079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구성개요

   ● 일    시 : 2011. 6. 20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11명

   ● 안 건 명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위원명단

 
◎ 위원회 활동 내역

   ● 제 1차 회의(2011. 6. 20) : 위원장, 간사 선임

   ● 제 2차 회의(2011. 6. 27)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결과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위원장 간  사 위           원

황일두 이명근  차형보, 정우서, 홍성실, 김태웅, 심경희, 여월태, 문순규, 배종천, 손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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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기금규모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2010년 1,965,368,411 1,732,510,623 1,634,554,180 229,045,952 101,768,279

2009년 2,013,228,914 1,799,811,893 1,720,231,829 209,677,326 83,319,759

증  감 △47,860,503 △67,301,270 △85,677,649 19,368,626 18,448,520

특

별

회

계

2010년 715,977,096 494,677,439 442,883,865 84,603,886 188,489,345

2009년 731,194,024 508,380,953 458,323,455 81,835,02 191,035,548

증  감 △15,216,928 △13,703,514 △15,439,590 2,768,864 △2,546,203

회  계  별 건수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계 47 9,688,177,290 9,186,197,415 9,183,392,118 504,785,172

일  반  회  계 45 9,314,319,000 8,812,339,625 8,809,534,328 504,784,672

공기업특별회계  2   373,858,290   373,857,790   373,857,790        500

기 금 수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저소득자녀장학

기금 등 19개 기금
119,650,534 △14,645,662 10,698,523 25,344,185 105,00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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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출                                                     

                                                                   (단위 : 천원)

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130,349,057 5,036,860 622,270 119,624,405 4,027,362 1,038,160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 본
경 비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0,349,057 10,907,135 90,000 10,376 105,004,872 2,486,150 11,850,523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 기금운용명세서

   ● 수   입                                                                                         

  (단위 : 천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구성개요

   ● 일    시 : 2011. 8. 24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11명

   ● 안 건 명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 위원회 활동 내역

        ● 제 1차 회의(2011. 8. 24) : 위원장, 간사 선임

        ● 제 2차 회의(2011. 8. 30)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위원장 간  사 위           원

방종근 최미니  차형보, 이상인, 조재영, 심재양, 박순애, 김하용, 이형조, 이옥선,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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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 활동

분    야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00,078,481 100.00 2,262,134,544 100.00 237,943,937 10.52

일 반 공 공 행 정 113,233,559   4.53 105,316,812   4,66 7,916,747 7.52

공공질서및안전 20,756,669 0.83 14,260,307 0.63 6,496,362 45.56

교          육 40,508,524 1.62 39,602,271 1.75 906,253   2.29

문 화 및 관 광 267,126,406 10.68 226,294,373 10.00 40,832,033 18.04

환  경  보  호 322,976,977 12.92 307,389,167 13.59 15,587,810 5.07 

사  회  복  지 517,807,203 20.71 490,193,629 21.67 27,613,574 5.63

보         건 26,972,037 1.08 26,217,130 1.16 754,907 2.88

농 림 해 양 수 산 109,483,544 4.38 95,432,713 4.22 14,050,831 14.72

산업·중소기업 104,128,824 4.17 100,082,884 4.42 4,045,940 4.04

수 송 및 교 통 337,131,984 13.48 265,842,295 11.75 71,289,689 26.82

국토및지역개발 311,561,284 12.46 272,348,996 12.04 39,212,288 14.40

예   비   비 20,019,055 0.80 31,383,658 1.39 △11,364,603 △36.21

기         타 308,372,415 12.33 287,770,309 12.72 20,602,106 7.16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00,078,481 100.00 2,262,134,544 100.0 237,943,937 10.52

지 방 세 수 입 561,912,586  22,48 541,181,000  23.92 20,731,586   3.83

세 외 수 입 860,744,312 34.43 753,265,609 33.30 107,478,703 14.27

경상적세외수입 437,827,677 17.51 446,972,133 19.76 △9,144,456 △2.05

임시적세외수입 422,916,635 16.92 306,293,476 13.54 116,623,159 38.08

지 방 교 부 세 275,334,673 11.01 258,562,679 11.43 16,771,994 6.49

재 정 보 전 금 200,000,000 8.00 165,000,000 7.29 35,000,000 21.21

보    조   금 590,252,290 23.61 512,290,636 22.65 77,961,654 15.22

국고보조금등 446,889,464 17.88 367,991,158 16.27 78,898,306 21.44

시·도비보조금등 143,362,826 5.73 144,299,478 6.38 △936,652 △0.6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834,620 0.47 31,834,620 1.41 △20,000,000 △62.82

국 내 차 입 금 0 0.00 20,000,000 0.88 △20,000,000 △100.00

예 치 금 회 수 11,834,620 0.47 11,834,620 0.52 0 0.00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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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위 원 회 명 계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비  고

계 310 294 16

의 회 운 영 위 원 회 3 0 3

기 획 행 정 위 원 회 67 64 3

균 형 발 전 위 원 회 78 78 0

경 제 복 지 위 원 회 53 44 9

환 경 문 화 위 원 회 56 55 1

도 시 건 설 위 원 회 53 53 0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개    요

 ● 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 감사범위 : 2010. 7. 1 ~ 2011. 4. 30

 ● 감사기간 

    ▹ 의회운영위원회 : 2011. 7.  1 (1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 2011. 6. 29 ~ 7.  5 (7일간)

    ▹ 균형발전위원회 : 2011. 6. 29 ~ 7.  5 (7일간)

    ▹ 경제복지위원회 : 2011. 6. 29 ~ 7.  5 (7일간)

    ▹ 환경문화위원회 : 2011. 6. 29 ~ 7.  5 (7일간)

    ▹ 도시건설위원회 : 2011. 6. 29 ~ 7.  5 (7일간)

 ● 대상기관 : 담당관, 실, 국, 사업소, 센터, 보건소, 구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 감사지적 건의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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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재건축 추진과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대하여

봉암연립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집단이주가 불가능하다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조합설립 추진위 변경과 관련업무 협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된다면 종합

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을 더 이상 방치하기 보다는 해양 항만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우리시에서는 육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마산만 

총량오염관리제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설적 측면은 항만청과 협의하여 보충해 

나가겠다

프로야구단 흥행요인 분석과 지자체에서 야구장을 지어서 유치한 사례는

프로야구단 흥행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흥행변수는 좌석수, 1인당GDRP, 

골든글러브 배출선수, 승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외에 다른변수들 즉 모기업 

지역연고성, 구장 접근성, 모기업의 마케팅전략 등 이런것은 흥행요인이 되지 않는지?

지적한 대로 야구장의 규모, 지역소득수준, 프로야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를들면 

스타운영이 라든지, 지역밀착 친화적 마케팅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 되어서 

흥행성공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야구장을 지어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한 사례가 있는가?

행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운영면에서 보면 구장은 지자체에서 지어서 장기임대해 

주고 있다.

Q...

Q...

Q...

Q...

A...

A...

A...

A...

김 동 수 의 원

(도시건설위원회)

손 태 화 의 원

(도시건설위원회)

시정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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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
▼ QQQQQQQQQQQQQ&&&&&&&&& AAAAAAQ & A 

복지시설 종사자자격수당 인상과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통합 이전에 구, 창원지역 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일종으로 복지사자격증

수당이 월 4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통합후 월 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시 월 4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늘고, 대상인원도 170명에서 720명으로 많이 늘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격수당을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자격

수당이 월 4만으로 지원 되도록 하겠다.

통합후 창원시 보육시설 위탁 공고문 내용중 신청 제외대상에서 정부 지원시설의 

고용시설장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이며 

평등권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향후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시에는 정부지원시설 고용시설장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프로야구 제9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창원시는 어떤 근거로 직·간접 경제 효과를 1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한 이유는?

주변경제효과가 연간 2,000억원정도, 고용창출이 1,000명 내외, NC 소프트의 열정과 

능력 등을 합치면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전망을 한 것이다.

신규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 재원확보나 제9구단의 발전전망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신규구장 건립을 검토할 수 있도록 KBO와 재협의할 용의는?

신규구장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9구단이 우리지역에 유치된것이므로 재협상은 

불가능한 사안이다. 

제9구단 명칭에 창원이라는 지명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창원이라는 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NC소프트사와 최선을 다해 협상 하겠다.

Q...

Q...

Q...

Q...

Q...

A...

A...

A...

A...

A...

문 순 규 의 원

(환경문화위원회)

조 갑 련 의 원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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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처우문제 및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정원은 2010년

비교 79명 현원은 64명이 감원되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감축되고 있는 이유와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보통 36,000원~45,000원 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창원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67명과 

청원경찰12명 등 79명의 인력을 공단과 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시킴에 따라 정·현

원이 감축된 것으로 실질적인 감축은 없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질문하는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규모는 6,215㎡으로 인근에 현동임대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마산지역에 많은 부지를 검토해봤다. 타당성 용역결과 월영동 721번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21번지 주변부지에 대하여 매각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매각의

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전체 부지규모를 넓히는 것은 어렵다.

도계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및 체육관 건립과 구청 청사 신축에 대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수도권의 경우 학교 신설시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도계동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수도권처럼 도계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과 동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도계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언제 할 것인지?

교육지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는 통지가 있고, 또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우선 순위가 반영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체육관 건립은 주차시설 설치 사업이 확정되면 교육지청과 협의하여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 3개시가 통합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3개시 통합으로 열악 하고 협소한 

환경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은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회원구청 청사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Q...

Q...

Q...

Q...

A...

A...

A...

A...

박 해 영 의 원

(균형발전위원회)

이 옥 선 의 원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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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올해에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재원 사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창원시 전체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

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외지역 갈등해소와 3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발전 특별회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금년내에 관련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 되도록 하겠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마산, 진해, 창원의 4대4대2의 재정인센티브는 전략적

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과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입장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4대4대2로 정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통합정신과 화합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예산146억원은 통합시 발전을 위해서 의미있게 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Q...

Q...

A...

A...송 순 호 의 원

(균형발전위원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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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공단과 재단의 무기계약직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 창원도시개발 공사 설립,

비음산 터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근로자 76명의 최저 임금법 

위반을 지적하였는데 처리결과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올해 1월부터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지급하고 있다. 고용승계는 시설관리 공단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조직 체계에 대하여는 공단에

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개선점을 강구하고 있다.

공사설립보다는 도시개발사업소 직영방식으로 개발하고 조직과 재정이 안정된 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존 3개도시의 개발 수요를 해소하고 기존의 LH공사 및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

하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

비음산 터널 개통시 통행료 부담 증가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많고 인구 유출마저 

우려되어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해시, 부산시 등 여러 도시들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접근성

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것도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

구. 시운학부 부지활용과 공공개발 사업예산 마련에 대하여

시운학부 부지매각 대금중 부채 등을 제외한 615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운학부 부지매각대금은 지방채 80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140억원          

정도 남게 되는데 특별회계의 본래취지로 볼때 재원의 신속한 조달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차적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시운학부부지 공공개발사업 예산마련에 대하여는?

시운학부 잔여부지에 대한 공공개발사업의 내용은 군관사 480세대, 도서관, 문화센

터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1,300억원 정도 추청하고 있으며 연차 별로 투자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진행 하겠다.

Q...

Q...

Q...

Q...

Q...

A...

A...

A...

A...

A...

김 성 일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노 창 섭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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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창원시 주차대수 강화와 도시계획 통합조례 제정에 대하여

진해 석동과 이동지역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차 대수를 0.7

대에서 1대로 강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간부회의를 오픈하다보니 취재가 된 것 같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창원 전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심각한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슬럼화된 마산과 진해구 구 도심의 재개발 촉진을 가져올수 있는 도시 계획조례 

통합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용적율 완화 등 도심재생을 할수 있는 통합조례

제정 계획은?

통합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9월에 3개시의 용적율을 통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경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서 IC 무료화 추진,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용역, 중리공단 주차장 확보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내서IC통행료 무료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권 이양 또는 요금소 미설치

구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내서IC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대안은 관리권이양으로 보는데 창원시의 입장은?

전국적으로 관리권 이양 사례는 4곳, 요금소 미설치 사례는 17개소가 있다. 그동안 

관리권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야구장 입지선정을 12월달에 결정한다면 청사위치 선정을 해야하는 의회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 질수 있다.  따라서 2개를 동시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야구장은 KBO와의 약속 때문에 조기에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야구장과 

청사위치는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중리공단내 중리공단 주차장 확보와 공단도로 확장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공단도로 확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Q...

Q...

Q...

Q...

Q...

A...

A...

A...

A...

A...

송 순 호 의 원

(균형발전위원회)

손 태 화 의 원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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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명 의원

일본 후쿠시마의 재앙이 우리에게 던져 

준 과제에 대하여 (2011. 5. 12)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지진으

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피해와 특히 후

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재난과 

관련 하여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방안강구와 효율적인 시스템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진해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은 관광산업에서 찾자 

(2011. 6. 20)

▣ 김석규 의원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종합적 교통

체계 수립 (2011. 5. 12)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창원시의 여건에 가

장 잘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한 재

검토를 한 후 시행을 해야 하며, 교통행정의 전문성 확보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행정의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하며 (2011. 9. 1)

▣ 문순규 의원

팔용터널 환경피해 및 교통불편 대책 

마련 촉구 (2011. 5. 12)

팔용터널은 아파트 7~8층 높이에 해당하

는 터널의 진출입구와 10m 높이의 고가육

교 건설 등 현재의 계획대로 팔용터널 건설이 추진된다면 인

근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대안마련을 위해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기 바람.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협약서 수정을 촉구하며 

(2011. 6. 28)

▣ 박순애 의원

경로당의 이용자 중심 운영 체계 마련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2011. 5. 12)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등록회원이

31,83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있으나, 

이용 면에서는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자체 운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에 있으므로 경로당을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과 생산성 활동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기능 

쇄신이 필요함.

▣ 차형보 의원

창원시, 빗물관리 조례 현실화 필요 

(2011. 5. 12)

환경부에서 지난해(2010.6.8) “물의 재이

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2011년 6월 9일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창원시의 경우, 조

례가 사문화 되고 있음은 물론 추진사례가 전무한 바, “2020 

환경수도 창원” 건설을 위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함.

탈북 청소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 필요

(2011. 6. 20)

녹색성장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활용 

대책 마련 시급 (2011. 8. 24)

▣ 노창섭 의원

계약직 및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사, 노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라 

(2011. 5. 12)

무기계약직 임금과 인원을 각 과별로 

관리하다 보니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이 각 과별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계약직 임금과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그리고 통합 이후 업무가 늘

어난 창원시설 관리공단의 조직 체계 및 임금 체제 개선 

마련도 함께 촉구함.

행·재정적 인센티브 점검과 구청장 직급 문제에 대하여 

(2011. 7. 13)

▣ 박철하 의원

도시철도 진해구청까지 가야 합니다. 

(2011. 5. 12)

진해구청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

했던 도시철도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석동까지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은 진해구민의 정서와 미

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 행정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진해구청까지 한 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우리의 영토 대마도! 창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2011. 8. 24)

5분 
자유발언

(2011.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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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의원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관리권 

이양 요구 (2011. 5. 18)

인근의 서마산과 동마산IC에서는 통행

료가 무료인 반면에 유독 내서IC에서

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므

로 창원시가 도로공사로부터 내서IC 관리권을 이양 받아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TF팀을 구성

하여 관리권 이양을 위해 창원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촉

구함.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주변을 민주공원으로 조성 

(2011. 8. 24)

▣ 조준택 의원

신규 야구장 건립은 경영의 마인드로! 

(2011. 5. 18)

창원을 연고로 하는 엔씨소프트의 프

로야구 제9구단의 창단 승인으로 2만

5천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프로야구는 스포츠인 동시에 기업이 참여

하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이기에 야구장 건립 역시 공익

의 차원을 넘어 효율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투자 회수를 

고려하는 경영의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것임.

창원시립예술단 통합 운영에 대하여 (2011. 7. 13)

▣ 김종식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정비 

촉구 (2011. 5. 18)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형프로젝트의 무

분별한 남발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

원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밀집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다중이용시설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오동동문화광장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1. 7. 13)

▣ 이성섭 의원

독립운동가 주기철 선생(목사)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11. 5. 18)

독립운동가이자 목회자인 주기철 목사 

기념관은 당초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인하여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

으므로 선생의 생가와 가장 가까운 백일마을 인근 부지

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대안마련을 촉구함.

신항만 소멸어업인 생계약정서 이행을 통한 해충문제 

해결 촉구 (2011. 7. 13)

▣ 조재영 의원

우리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

련한 형평성에 대하여 (2011. 5. 18)

마산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구.창원시 종합운동

장과 구.진해시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이 결

여되어 구.마산시민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으므로 마산종

합운동장 공영주차장도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람.

▣ 이상석 의원

동읍 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2011. 

5. 18)

동읍지역은 창원 동부의 중심지로써 

향후 새로운 지역 발전의 중심축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요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

술검토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곳에 신도시 건설을 추

진한다면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도심지 인구 분

산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이해련 의원

소나무를 알고 싶으면, 600년 역사의 

창원으로 가라 (2011. 6. 20)

창원시의 시목인 소나무를 한국 최초

의 소나무 공원으로 승화시켜 백두에

서 한라까지 최다 최고의 소나무종을 볼 수 있는 소나무 

박물관건립, 국제 소나무학술대회 및 한국의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는 소나무전시관,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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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창원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것임 

▣ 방종근 의원

프로야구단 창단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프로야구는 우리시의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최첨단 비즈니스벨트를 만든다

는 각오로 세계적인 복합문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면 재미를 생산

하는 스포츠 상품을 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제반사항 이

행에 집행부의 각별한 애정과 분발을 촉구함.

창원시 상징물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2011. 8. 24)

▣ 정쌍학 의원

현충일 가로기(태극기, 시기) 게양에 대

하여 (2011. 6. 28)

가로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달지 않으나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와 시·구청 부근 도로만이라도 가

로기를 게양하여 조금이나마 보훈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나라사랑의 뜨거운 정신이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야 함.

▣ 홍성실 의원

신규 야구장 건립, 시민의 소리에 귀 기

울이자 (2011. 6. 28)

프로야구 제9구단을 유치하게 된 배경

은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110만 시민

들의 지역통합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민끼리 강

한 결속력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스포츠가 유일한 

수단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총족을 위하여 프

로야구 제9구단 유치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므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정영주 의원

도시광산화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며(사회

적 기업과의 연계로 고용 창출)

현재 전자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

수하고자 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도

시광산)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관내 소형폐가전처리 전문 사회적기업과 함께 

도시광산화사업을 만들어 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자체 예산절감과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효과를 누

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이희철 의원

누비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제안 

(2011. 7. 13)

우리시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누비

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  첫째,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보조바퀴 

창착 등의 시설지원

- 둘째, 누비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  셋째, 자전거정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는 제도화된 장비 마련이 필요함.

▣ 이상인 의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에 대하여 (2011. 7. 13)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자

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재난문자 전광판을 정비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재난

문자 표출 표준화 프로그램 마련, 스마트폰을 통한 재해 

정보 실시간 제공,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재난예

방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 강용범 의원

가곡전수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2011. 8. 24)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인 

가곡전수관은 영송당 조순자 선생께서 

자비를 연 1억원씩 부담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가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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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

부함.

▣ 강기일 의원

대책 없는 「비음산터널 건설」은 반대한다 

(2011. 8. 24)

비음산터널 공사는 반드시 국고지원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동성아파트 

주민에게는 사전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꼭 반영후 시행하여야 함

▣ 김종대 의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료 및 유류

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011. 

8. 24)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로 전국에서 유명

하듯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해 태양의 

도시로 우뚝 섰으면 하며,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학교

에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강영희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및 시설운영 일원화 방안 제언(2011. 

9. 1)

창원시의 직영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국공립어린이

집 운영의 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공창섭 의원

청사·야구장 입지선정은 함께 이뤄져

야 한다 (2011. 9. 1).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사 입지선정 

용역과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 상징

물사업 용역은 청사 입지선정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대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의 용역기간은 같은 시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의 원칙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그 뜻을 살릴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 강장순 의원

구청 조직 확대에 따른 구 청사 확보방

안 강구(2011. 9. 1)

3개 시 통합 이후 산적한 현안 속에 

구청 조직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협소

한 청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의창.성산.마산회원구의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촉구함.

▣ 이옥선 의원

삼광청주 옛 터 보존 지원에 관하여 

(2011. 9. 1)

마산합포구 중앙동 삼광청주 옛 터는 

과거 양조산업이 대표산업이었던 ‘물 

좋은 마산’의 자취인 마산합포구 중앙동 삼광청주 옛 터

를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지역 문화와 역사 찾기 차원에

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박삼동 의원

창원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촉구하며 

(2011. 9. 1)

창원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0월 

14일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좁아 대형차량의 출입이 어렵고, 원스톱 

쇼핑을 위한 연계 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며, 건물 노후화

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드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촉구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

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

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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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 (구)창원·마산·진해시 3개시가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음에도 전화요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또한 시민 화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체계인 “통화권”을 “단일화”시켜 

통합시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 제2008-71호로 행

정구역을 근거하여 고시한 유선전화 통화권이 아직까지 통합이전인 2개 권역(마산, 진해)별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시의 특성상 110만 시민의 화합과 동질감 형성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통화권”을 즉시 개정 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1. 통합된 창원시에 이원화로 주민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유선전화 “통화권”을 즉시 “단일화”로 개정 시행하라.

2.  통합시의 특성상 통신요금 이원화로 시민화합과 동질감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통화권”을 즉시 “단일화”로

촉구한다. 

2011.  5.  1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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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4.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2011. 7. 1부터의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창원시 정책들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친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 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창원시의 중소상인 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 등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EU FTA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2011. 7. 1부터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의 잠정발효 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창원시의 정책과 500만 중소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유통상인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2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

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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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운 영 위 원 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기간을 5. 12 ~ 5. 18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어 지난 6월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기간을 6. 20 ~ 7. 13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7월1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 지난 7월7일에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의회 1층 

로비에서 의원들이 기증한 넥타이 300점을 가지고 바자 

회를 개최하여 판매수익금 1,500천원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 8월16일에는 제11회 임시회 집회기간을 8. 24 ~ 9. 

1까지 결정하였으며,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3건

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5월 17일에는 창원시내 이

원화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 29 ~ 

7. 5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4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지

적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안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등 2건은 보류 하였다.

▶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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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창 원 시 의 회

균 형 발 전 위 원 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지난 5월 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동과 용호4구역 주택재 

건축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5월 

16일 제2차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의견을 채택하였다.

▶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 29 ~ 7. 5

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8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3건의 결산 승인 

안과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남산1구역주택재 

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견을 채택하였다.

▶ 제11회 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

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산항 컨테

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의견제

시의 건은 조건부 의견을 채택하였다.

경 제 복 지 위 원 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지난 5월17일 제

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 29 ~ 7. 5

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4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9건의 건의 사항을 지적하였 

으며,  3건의 결산 승인안과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도시생태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은 수정가결하였다. 또 한-EU FTA유통법과 상생법 

관련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제1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환 경 문 화 위 원 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강장순)는 지난 5월 13일 제

1차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심사하여 부대의견첨부후 

가결 하였으며, 문화재단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하였다.

▶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 29 ~ 

7. 5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5 

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

였으며,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7월 19일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타지역 야구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다. 또 7월 27일에는 집행부와 업무협력 강화와 

현안업무파악을 위해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11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

회추경예산안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지난 5월 13일 제1

차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하였다

▶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 29 ~ 7. 

5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3 

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3건의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시내버스재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

지역세분)결정안은 원안채택 하였다. 또 7월 27에는 진해

신항 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견학을 실시하였다.

▶ 제11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추경예

산안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건축조례는 수정가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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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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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C H A N G W O N  C I T Y  C O U N C I L

|  의원연구단체현황

좋은조례 연구회

◎ 대표위원 :  정영주

◎ 참여의원 :  김석규, 노창섭, 차형보, 김동수, 문순규, 강영희, 이찬호, 조재영

◎ 연구활동내역 

   ■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5. 2(월) 11:00 ~ 12:00

    - 토론결과

      •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검토

      •  새터민 정착이후 취업 등 탈북자 자녀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지원책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 청소년,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8. 22(월) 10:30 ~ 12:00

    - 토론결과

      •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 검토(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등)

      • 하반시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논의 등

◎ 연구활동 결과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가결됨.

지역현안 연구회

◎ 대표위원 :  김하용

◎ 참여의원 : 김종대, 정우서, 이해련, 김성준, 배종천, 여월태, 이옥선, 이형조

◎ 연구활동내역 

   ■ 월 1회 연구회 모임개최

   ■ 주요연구활동내용

    - 지역별 통합청사 관련 의견 및 자료수집 방안 논의

    - 청사를 기능면으로 분리하는 방안 연구 (사업소 기능별 지역 분할)

    -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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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N G W O N  C I T Y  C O U N C I L

|  의원연구단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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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개선 연구회

◎ 대표위원 :  강기일

◎ 참여의원 :  박순애, 홍성실, 김윤희, 이희철, 유원석, 심경희, 심재양, 장병운

◎ 연구활동내역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6. 17(금) 10:30 ~ 13:00

    - 초청강사 :  허순철교수(경남대 법학부), 하춘광교수(경남대 사회학부), 오정옥(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 개최결과 :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사문화와 창원시 장사 정책방향 등에 대한 강연과 토의

   ■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8. 31(수) 14:00 ~ 15:30

    - 토론결과

      •  장애인 전문 재활기구 도입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필요         

      •  노인복지시설에 시스템화 된 운동기구 및 프로그램 필요, 대책마련 방안 강구

      •  9월중 장애인 복지시설 견학

      •  장애인 무료급식소 급식장소 협소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시 집행부에 개선요구 등

도시계획 연구회

 ◎ 대표위원 :  손태화

 ◎ 참여의원 : 김헌일, 이성섭, 박철하, 공창섭, 최미니, 박삼동, 

               송순호, 정쌍학, 조갑련

 ◎ 연구활동내역 

   ■ 전문가 초청 강의 개최

    - 일    시 : 2011. 5. 11(수) 10:30 ~ 12:30

    - 초청강사 : 정삼석교수(창신대 부동산학과)

    - 개최결과 :  통합 창원시 도시계획 문제점 도출과 도시계획 발전모델과 개선방안, 향후 도시계획 과제 등에 대하여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실시

   ■ 전문가 초청 강의 개최 

     - 일    시 : 2011. 6. 14(수) 10:00 ~ 12:30

     - 초청강사 : 정상철교수(창신대 부동산학과)

     - 개최결과 : 재개발, 재건축 추진절차 및 창원시 재건축 추진 현황과 재개발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창원시 재개발, 재건축 과제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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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9구단 관련 전의원 간담회 개최

5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프로야구 9구단 창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야구 9구단 관련 전의원 간담회 개최

통합창원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과 시의원들이 지난 5월 4일 경남대

에서 열린 통합창원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하였다.

창원시의회 의원체육대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21일 의원들의 화합과 단합

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의장단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5월 11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과 주요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의장단 간담회 개최

마산합포구청앞
 누비자 터미널 

개통식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8월 23일 마산

합포구청앞 누비자 터미널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하 테이

프를 컷팅하고 있다.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행정 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Photo Story



40   | 창원의회소식 

창원시의회 개원1주년 전직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시 의회가 지난 7월1일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구. 3개시 

전직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원시의회 개원1주년 전직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공무원 합창대회 시
상

창원시의회 유원석부의장이 지난 6월 17일 개최된 공무원 

합창대회에 참석하여 금상 수상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여성교육 개강식

7월 15일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여성회관마산관에서 

개최한 2011년 하반기 여성교육개강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창원시 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10회 창원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찾아가는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청소년 직업 체험
단 의회 방문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지난 8월 9일 의회견학을 위해 

방문한 청소년 직업체험단 관계자 및 학생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소년 직업 체험
단 의회 방문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8월 17일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과 의장단 일행이 창원시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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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 대표단 
의회 방문

지난 9월 16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 대표단5명이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여 김이수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중국조선족 대표단 
의회 방문

진해구 용원동 누비자 터미널 개통식
창원시의회 유원석부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8. 23 진해구 용원동 누비자 터미널 개통식에 참석하여 누비자 자전거를 살펴보고 있다.

명사초청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지난 8월 27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박동규 교수를 초빙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북면 소싸움 대회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의창구 북면에서 개최된 

전국 소싸움 대회 개막식에서 김이수창원시의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북면 소싸움 대회 

나눔사랑 넥타이 기증
이상인 의회운영위원장과 차형보 간사가 지난 7월 29일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하여 넥타이를 기증하고 있다.

나눔사랑 넥타이 기증의회운영위원회 불우이웃돕 성금 전달 

지난 7월 7일 이상인 의회운영위원장과 차형보 간사가 

넥타이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 1,500천원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용호5구
역 재건축 사업대상지 현

지확인

지난 8월 29일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위원장과 의원들이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둘러보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용호5구
역 재건축 사업대상지 현

지확인

기획행정위원회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6월 29일 개의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의원들이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오동동 문화광장 현지확인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8월 26일 오동동 문화광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프로야구 9구단 창단관련 간담회 개최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6월 16일 

프로야구9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앤씨소프트 관계자와 간담

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프로야구 9구단 창단관련 간담회 개최

경제복지위원회 어촌 체험 활동
지난 8월 23일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위원장과 의원들이 
진동 고현마을을 방문하여 어촌체험 마을을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복지위원회 어촌 체험 활동경제복지위원회 관내 복지시설 방문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2   | 창원의회소식 

Photo Story



도시건설위원회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 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7월 12일 

마산합성동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 현장 방문

환경문화위원회 타지
역 야구장 견학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7월 16일

부터 20일까지 프로야구 신규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타지역 

야구장 견학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방문

지난 7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진해신항 및 해양솔라파크 등 주요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문화위원회 창원사격장 시설 방문
지난 8월 25일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위원장과 의원들이 창원사격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다.

환경문화위원회 창원사격장 시설 방문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결위 결

산안 심의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원회 황일두위원장과 의원들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결위 결

산안 심의 

제11회 창원시임시회 예결위 제1회추경안심의
제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종근위원장과 의원들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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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서비스실시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에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 서비스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의회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시정현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이수의장은 이번 동영상 서비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동영상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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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도

■■■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는 2011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전.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신해룡

박사의 “결산심사기법”, 진정구 국회기획조정실장의

“행정사무감사·조사실무”, 전.청와대경호실기획관리

실장을 역임한 장동걸 박사의 “의사소통기술과 공직자

(의원)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질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의원

들은 결산심사기법과 행정사무감사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살려 의회의 기능

강화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창원시의회 통합1주년개원기념 전직의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시 의회(의장 김이수)는 1일 통합창원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전직의장 및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 3개시 역대의장 27명과 3개지역 

의정동우회회장 및 사무국장 6명 등 총 54명의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원1주년 성과에 대한 조명과

창원시 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이수의장은 통합창원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하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화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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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불우이웃돕기 넥타이 바자회 개최

창원시 의회는 7일 의회 1층로비에서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지고 있는 이때에 크고 작은 나눔의 정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불우이웃 

돕기 넥타이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바자회는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기증한 넥타이 

300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판매하는 행사로 판매수익금 

1,500,000원은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잔여넥타이는 

나눔행사 관련시설에 기증하는 것으로 창원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창원시의회 이상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에 기증된 넥타이는 의원들이 

애지중지하거나 한번도 쓰지 않는 넥타이를 기증한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읽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며, 오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방법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하였다.

 또 경제가 어려운때 일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필요하다며,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눔

의 정이 각계각층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창원시의회 창원시을지연습장 방문 격려

창원시의회(의장 : 김이수) 의장단은 2011 을지연습을 

맞아 17일 창원시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에 참가

하고 있는 군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직원 등의 훈련상

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연습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을지연습 개요와 훈련

메세지 처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김이수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며,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으므로 연습을 실전처럼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언론
보도도

 ■■■

창원시의회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실시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는 제11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정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5천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91억5천만원 증가한 1조9,067억9천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487억9천만원 증가한 5,932억8천만이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시급한 사업의 예산인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급하지 않고 선심성 행정이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

창원동중학교 학생 창원시 의회 현장체험 방문

창원시 동읍 관내 창원동중학교 이상락교감선생님을 

비롯한 1~3학년 간부학생 35명이 의회견학 및 체험학

습을 위해 7일 창원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견학은 창원동중학교 간부학생들의 창의력과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이날 학생들은 의회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제의와 

안건심사 등 의사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날 김이수의장은 오늘 의회 현장

체험이 학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지역을 이끌어 가는 역군이 되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또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은 우리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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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포로 가는길  

조 준 택 의원

지난 7월 1일 창원시립 연합 합창단은 시민의 날 축하무대에서 3개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 창원의 동요 ‘고향의 봄’, 

마산의 가곡 ‘가고파’ 그리고 진해의 노래로 대중가요인 ‘삼포로 가는 길’을 메들리로 불렀다.

‘삼포로 가는 길’이 진해의 삼포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삼포마을, 해양공원 입구 해안 길을 따라 제덕 방향을 향하면 아늑한 고향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평화로운 어촌, 

삼포마을이 보인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닷가에는 작은 배가 몇 대 떠 있고 파란 하늘과 잘 어울려 떠 있는 뭉게구름은 

마치 고향 집을 찾아 온 느낌마저 들게 하는 곳이다.

1970년 8월 어느 날, 작곡가 이혜민은 여행을 하던 중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다다른 곳, 진해 삼포에서 자신의 고향과 

같은 포근함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에 느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곳 삼포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다. 가수 강은

철이 불러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삼포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발 두발 한숨만 나오네~중략~ 사랑

도 소용 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삼포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마음의 고향임을 표현하고 있다.

소설가 황석영은 70년대 단편소설 ‘삼포로 가는 길’에서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현대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또 다른 곳

의 삼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 삼포라는 어감이 주는 포근함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 진해 삼포의 포근함

을 고향의 느낌으로 표현한 이혜민의 노래는 이렇게 진해의 노래가 되었다. 2007년 12월, 진해시에서 삼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삼포에서 제덕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옆에 노래비를 만들었다. 버튼을 작동

하면 노래가 구성지게 흘러나온다.

진해에는 모든 이에게 고향처럼 포근함을 주는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가 있어 참 좋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이 찬 호 의원

개인적으로 대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전라도의 유명 대숲을 즐겨 찾곤 한다. 요즘같이 후텁

지근한 날씨에 대숲으로 들면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심신의 피로가 싹 가신다.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사군자(四君子), 세한삼우(歲寒三友), 오우(五友) 등으로도 불렸다. 

예부터 선비들이 좋아한 대나무의 덕목은 뭐니뭐니 해도 사시사철 푸름에 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음을 

상징한다. 또한 겉은 단단하고 속은 비어 있어 사욕을 채우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는데도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중간의 ‘마디’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마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줄기의 중간 중간 마디들이 끊어주기 때문에 강하고 곧게 위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대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아 마디를 만든다고 한다. 이 마디의 힘이 대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수

직으로 솟구치게 한다.

  무조건 위로만 자란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아마 조금 자라면서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디를 만들기 위해 잠시 멈출 줄 아는 대나무의 지혜를 배운다. 멈춤은 성찰이다. 우리 사회도 곧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며칠 후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통합시 1년이라는 

마디를 만든 셈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일군 성과를 탄탄하게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단한 마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나무처럼 잠시 멈추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창원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디의 힘으로 더 강하고, 더 확실한 미래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1 제2호 |   49

|  기고문 



50   | 창원의회소식 

|  기고문 

        프로야구 창단 

            산업적 관점에서 보자
            

방 종 근 의원

최근 창원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프로야구 9구단 창단에 대한 창원시와 (주)NC소프트 사이의 협약이 불평

등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지난 3월 31일 맺은 협약서 중 ‘창원시는 프로야구단 전용구장으로 국제 경기

가 가능한 규모의 신규 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 지원한다’는 조항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창원시의회에서는 신규 야구장과 관련해 창단 구단 측에 일정비율의 재원을 충당하게 하는 등 

민자 유치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인 사항을 시의회와 협의하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재협상 요구를 가만히 들어 

보면,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2만5000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최대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에 시 재정 형편상 무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논란의 결과 어렵게 결정된 프로야구 9구단 창단 

자체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21세기는 휴식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스포츠는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 개인의 정신적 행복지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달 등 엄청난 경제유발효과를 부르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실제로 선진 각국에서는 여러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몇 번의 실패 속에서도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들을 최첨단 소재로 건설하고, 지역 주민뿐 아니

라 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재일교포 기업인 손정의씨가 운영해 국내에 잘 알려진 바 있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일본 후쿠오카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일본 프로야구 팀이다. 시 외곽 지역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이 팀의 경기장 주변에는 호텔을 비롯한 각종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로 가득하다. 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 후쿠오카시의 인구가 우리 시보다 조금 많은 140만 정도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아울러 프로야구 8개 구단들은 저마다 지역 연고지를 등에 업고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민들을 하나로 묶는 데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굴지의 도시와 기업들은 지역의 스포츠를 등에 업고 그 지역과 제품을 세계 

각국에 홍보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야구 9구단 창단은 막대한 광고비의 지출 없이도 

통합 창원시와 지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시의 역점 과제인 해양관광 단지와 연계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만든다는 각오로 쾌적한 복합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경기장을 만들어 수준 높은 스포츠 대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한다면 재미를 생산하는 스포츠 상품을 구하

기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야구팀 창단을 놓고 많은 고민과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재미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홍보와 함께 통합 창원시의 구심점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계 스포츠 구단이 지자체와 어떻게 상생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 프로

야구 9구단이 명품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물론 시민 모두가 도와주고, 그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면 지금 

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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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9구단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이 성공 열쇠

차 형 보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한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설은 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성공적 전략이 구축된다면 위험

부담만큼 이익창출은 클 수밖에 없다.

미래 스포츠산업의 개념을 잘 적용한다면 창원지역에 창단되는 프로야구 제9구단은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스포츠산

업의 장점을 모두 접목시키면 야구단을 통한 스포츠 육성과 연관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세계의 스포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다. 2008년 미국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약 230조, 일본은 약 123조, 한국은 26조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은 2006년 프로야구리그 연간 수입이 1100억엔(약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수입(약 1050억원)의 10배가 넘는다.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제9구단 창단은 창원, 나아가 한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창원시와 

구단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지역적·정치적 입장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성공조건을 제안해 본다. 우선 신설 구장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역과 인접한 김해, 

양산, 함안, 진주, 부산과 울산지역의 관중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중 하나다. 신설 구장은 

시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항, KTX 노선 이용이 쉬워야 하고 고속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여야 한다.

또한 신설구장은 인접 지역의 주변 환경과 연계해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세계의 스포츠산업시설을 보면 베이징 올림픽구장은 친환경적 건물로 이목을 끌었고, 런던 올림픽체육관도 생태환경

구장으로 짓고 있다. 국내의 대구 세계육상경기장도 최첨단기술을 겸비한 환경구장으로 건설되고 있다.

9구단의 신설구장을 친환경생태구장으로 조성해야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시정목표와도 부합한다. 수려한 

생태 환경을 갖고 있는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마금산온천, 함안보 수상문화낙동강변 테마도로 등의 콘텐츠를 연계한

다면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장은 다목적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일본의 돔구장은 야구경기 외 수익

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력을 위해 타 지역 구장과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형 콘서트, 국제

회의, 기타 체육 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지어져야만 야구외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

토지가격도 필수 고려사항이다. 도심의 고가 부지보다는 비교적 싼 외곽지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엔씨소프트는 말로만 ‘창원이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모회사 또는 관련된 기업 형태의 시설이나 유관 시설을 창원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연고 도시가 동반자라는 구단의 책임 있는 계획과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훌륭한 구장을 짓는 것이 끝은 아니다.

30~5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춘 정책 실행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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