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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을 시설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사용시간초과시추가요금변경및시설별세분화에관한사항을정함(안별표1)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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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약하여야”를 “예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
금하여야”를 “입금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감면 :”을 “감면:”
으로, “창원시”를 “시”로 한다.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만18세 미만의 자녀
가 1명 이상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제8조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를 “사용할 때 선량
-2-

하게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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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 5. 14.>

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1대/1일

12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

1개소/1일

6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비 고>
1. 사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텐트사이트
카라반
방갈로

4,000
16,000
8,000

나.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텐트사이트
카라반
방갈로

8,000
32,000
16,00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2.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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ㇶ#ኞ# # # ⢞㻘ጪ⸮ᢾ␂㨚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려 제5조(예약) ① ---------------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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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

----------------- 예약해야 -

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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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③ ------------------------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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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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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 입금해야 --------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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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 제6조(사용료) ---------------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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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해야 ------.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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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만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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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
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

3. -------- 감면: -----------

법」에 따라 창원시에 주소를

-------- 시--------------

둔 사람

-----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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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 게시해야 -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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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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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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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

---------------------. ----

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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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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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해야 ------.

② (생

② (현행과 같음)

략)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

---------------------- 사용

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

할 때 선량하게 사용해야 ------

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

② ------------------------

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해야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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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 이행해

여야 한다.

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제19조(보험 가입)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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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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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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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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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해야 -----.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제20조(준용) --------------- 않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은 ------------------------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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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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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21조(시행규칙) --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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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별표 1] <개정 2021.5.14.>

정

안

[별표 1]

사용료(제6조 관련)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 원)

비 고

시설명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대/1일 120,000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개소/1일 60,000
20L/2매 포함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카라반
방갈로

비 고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대/1일 120,000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개소/1일 60,000
20L/2매 포함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카라반
방갈로

<비고>
1. (생 략)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1. (현행과 같음)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3,000원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나. 4시간까지: 6,000원

(단위: 원)

다. (생 략)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2. (생 략)
3. (생 략)

斲殯巒
ࣰࣜࣨ࣬࣬࣬
ࣲ࣭ࣨ࣬࣬࣬
ࣜࣴࣨ࣬࣬࣬

나. 2시간 초과 छ 4시간까지
(단위: 원)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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斲殯巒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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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刳# 㝓⅞Ⱚ㋲❶ⰿ僌㝓⅞Ⱚ㋲ᡞ⹚╆僌❶ⰿ僌ሊ⚲僌ሆㅇⰿ⯚# Ⲷ4㨇⩪# Ḓ# ⰿ⧺Ⱂ#
ᦋ᳷# ₩# Ⲷ6㨇⩪# Ḓ# ⰿ⧺# ╛㕶⯲# ⅚㫮⩪# Ḓ# ⰿ⧺# ⲯᡞḖ# ⴊⲯ㨂⩪# Ⱒ⩎# ⰿ
⧺Ⱂ⯲# ⰿ⧺# Ⱂⲯᆖ# ⰿ⧺# ⲯᡞ# ╆ⲯⰎ# ⲛⲯ㧶⹚Ḗ# 㫯Ⱂ㧲ዊ# ⮞㧲⪆# 㧞⬮㧶# ᅗ⭊#
រ㙏᳓᳓⯖ᳶ# ⲯ㧲ᜮ# 佭ᆏᆏዊᆚ⯲# ⭎⪛⩪# ᆚ㧶# ℯ᷺佮# Ⲷ7ⴊ⩪# Ḓ# ᆏᆏዊᆚ
⩪# ⰿ⧺# ⲯᡞ⩪# ᆚ㧶# ⲯₚ➆╆Ḗ# ⯲ᵊ㧺# ⚲# Ⱒ1# ?❺▾# 53431# 81# 5:1/# 53481#
91# 551/# 53481# 451# 5<1/# 534:1# 451# 4<1A
# # 刴# Ⲷ9㨇⩪# ᰖ# ⰿ⧺# ⲯᡞ⩪# ᆚ㧶# ⲯₚ➆╆Ḗ# ⯲ᵊ₵⯚# ᆏᆏዊᆚ⯚# 㧞⬮㧶# ᅗ⭊#
➆╆Ḗ# ₵⯖Ჾᜮ# →ⰒⰎᔲ# ℯⲯរṆⰒᦋ⯖ᳶ√㗊# ᡳ⯲Ḗ# ₵⧞# 佭⯲ᵦℯ佮⩪# Ḓ#
⯲ᵦዊᆚ⩪# ኒ# ╆ᰦ⯲# 㨎ន# ᵦ⩪# ᆚ㧶# ╆㨇⯲# ⪎ᰦ# ᪪ᜮ# ╆→# ᇪ√Ḗ# ⬮ㅇ㧺# ⚲#
Ⱒ1# Ⰾ# ᅗ⭊# ⬮ㅇ⯞# ₵⯚# ⯲ᵦዊᆚ⯚# 㝓⅞㧶# ╆⮺ႚ# ⩠⯖Ἆ# ⬮ㅇ⩪# ᰖ⨖# 㧲Ἂ/#
ሇႚ# ₩# ⹚Ⱚ㋲គㅎᜮ# ⪢╊⯲# ℮⮞⩪▶# ᆏᆏዊᆚ⩪# Ⲷᆏᢲᜮ# Ⱚᵦ⩪# រ㧶# ╆⭃
ᵦ/# ⚲⚲ᵦ# ᦋ⯞# ⹚⭪㧺# ⚲# Ⱒ1# ?❺▾# 53481# 451# 5<1/# 534:1# 51# ;1A
# # 刵Ⲷ4㨇# ₩# Ⲷ6㨇√㗊# Ⲷ:㨇ዦ⹚⩪▶# ቶⲯ㧶# ╆㨇# ⬒⩪# ⰿ⧺Ⱂ⯲# ᦋ᳷/# ᦋ᳷⸷
⯲# ₶ኣ/# ⰿ⧺# គ# ₩# ⰿ⧺# ⲯᡞ⩪# ᆚ㧶# ⲯₚ➆╆/# ⰿ⧺㞪ⲯ⮞⭪㬦/# ᵦ⩪# ᆚ㧶#
╆㨇⯲# ⪎ᰦ# ᪪ᜮ# ╆→ᇪ√# ⬮ㅇ# ᦋ⩪# ᆚ㧲⪆# 㧞⬮㧶# ╆㨇⯚# ᄎ⹚√᳓⯖ᳶ#
ⲯ㧶1# ?Ⴖⲯ# 533;1# 51# 5<1/# 53431# 41# 4;1/# 53431# 81# 5:1/# 53481# 451# 5<1/#
534:1# 51# ;1A
㶢# ćٿè ڪʴ ثٞ Е ܤ٪ؓ ìळ л; չू͋  ߲״. ćٿèڪл չू͋ 
۔,*ۤÝđ ʴڜ ڗٝܤ٪# 刮# ⯦# ႛ# 㫒⯲# ⩎ᜪ# 㧲ᔲ⩪# 㨎ន㧲ᜮ# ╆ᰦ⩪ᄦᜮ#
ℯ# Ⲷ9:ⴊ⩪# ᰖ# ሇႚᔲ# ⹚Ⱚ㋲គㅎႚ# ᆚṆ㧲ᜮ# ᅺማⰎᔲ# ᆏ⭪# ᦋ⯲# ❶▾⯞#
῎ᵦ# ᪪ᜮ# 㧺Ⱂᢶ# ⬮ኢ⯖ᳶ# Ⰾ⭃㧲ᄦ# 㧲⪆⨖# 㧶1# ?Ⴖⲯ# 53491# 91# 541A
# # 41# ሇႚ⮺ᆏⰪ⫚# ኒ# ⭊Ⱚ
# # 51# ሇႚ⮺ᆏⰪ⯲# ⮺ⴋ# ⶫ# Ⲷ;ⴊ⩪# Ḓ# ►⚶⮞Ⱚ1# Ⰾ# ᅗ⭊# ►⚶⮞Ⱚႚ# ሇႚ⮺ᆏ
Ⱚ⯲# √# ᪪ᜮ# ὂⰒ# ᧦⩪ᜮ# ►⚶⮞Ⱚႚ# ⧞ᝦ# ὂ# ᪪ᜮ# √Ḗ# 㢆㨂㧶1
# # 61# ሇႚ⮺ᆏⰪ# ⶫ# ⧺ሇ⹚╆⫚# ╛Ⰾᦋኣ# 4ኣ僌5ኣ# ᪪ᜮ# 6ኣ⩪# 㨎ន㧲ᜮ# ╆ᰦ⯲#
㫶ᡳ⯞# ⴊ㧲ᜮ# ╆ᰦ# 4
# # 刯# Ⲷ4㨇# ႛ# 㫒⯲# ⩎ᜪ# 㧲ᔲ⩪# 㨎ន㧲ᜮ# ╆ᰦⰎ# ῎ᵦ# ᪪ᜮ# 㧺Ⱂᢶ# ⬮ኢ⯖ᳶ# Ⰾ
⭃㧺# ⚲# Ⱒᜮ# ❶▾⯲# ⴟᷲ⫚# ႪἎ⯂⯚# ⅞㣶# 43ᆖ# Ⴓ1# ?Ⴖⲯ# 53491# 91# 541A
# # 到# Ⲷ4㨇Ⲷ4㫒# ₩# Ⲷ5㫒⩪# 㨎ន㧲ᜮ# ╆ᰦⰎ# ᅺማⰎᔲ# ᆏ⭪# ᦋ⯲# ❶▾⯞# ῎ᵦ# ᪪
ᜮ# 㧺Ⱂᢶ# ⬮ኢ⯖ᳶ# Ⰾ⭃㧲Ჾᜮ# ᅗ⭊# Ⲷ434ⴊⲶ4㨇⩪# Ḓ# ሇႚ⮺ᆏⰪ⸷Ⰾᔲ# ሇ
ႚ⮺ᆏⰪ⮺ⴋ⸷⯞# 㨎ន# ❶▾⯲# ᆚṆⰒ⩪ᄦ# ᕎ⪆⨖# 㧶1# ?Ⴖⲯ# 53491# 91# 541A
# # ^ⲞῒႶⲯ# 533<1# ;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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㶢# ćЌİӷ॰ єڵл  ߲״. İӷ॰єڵл 
ڗےۤ&۔# Ⰾ# ℯ⩪▶# ╆⭃㧲ᜮ# ⭃⩎⯲# ᯕ⯚# ⯦ᆖ# Ⴓ1# ?Ⴖⲯ# 53471# 451# 631A
# # 41# 佥⚲ኣሦⰪ佦ᰚ# Ⰾ# ℯ⩪# Ḓ# ኣ⪆Ḗ# ₵⯞# ⚲# Ⱒᜮ# Ⱚᅃ⯞# ႚ# ╆ᰦ⯞# Ṫ㧶
1
# # 51# 佥⚲ኣⰪ佦ᰚ# Ⰾ# ℯ⩪# Ḓ# ኣ⪆Ḗ# ₵ᜮ# ╆ᰦ⯞# Ṫ㧶1
# # 61# 佥⚲ኣ㤢佦Ⰾᰚ# Ⰾ# ℯ⩪# ᰖ# ⚲ኣⰪ⩪ᄦ# ⹚ኣ㧲ᄊᔲ# រ⪆㧲ᜮ# ኢⲞ# ᪪ᜮ# ῖ
㤢⯞# Ṫ㧶1
# # 71# 佥ⰿዊᆚ佦Ⰾᰚ# Ⰾ# ℯ⩪# Ḓ# ኣ⪆Ḗ# ❾❶㧲ᜮ# ሇႚ# ᪪ᜮ# ⹚Ⱚ㋲គㅎḖ#
Ṫ㧶1
# # 81# 佥√⨫⯲῎Ⱚ佦ᰚ# ⚲ኣሦⰪḖ# √⨫㧺# ミⰞⰎ# Ⱒᜮ# ╆ᰦ⯖ᳶ▶# ⚲ኣሦⰪ⯲# 4
ㆦ⯲# ⹛ᅞ㪢ⴋ# ₩# ኒ# ⭊ⰪḖ# Ṫ㧶1# Ṧ/# ╆ṷ㧶# 4ㆦ⯲# ⹛ᅞ㪢ⴋ⯲# ⭊Ⱚ
ᜮ# Ⲷ⬒㧶1
# # 91# 佥ㇶⲚⰿ⚲佦Ⰾᰚ# ሇₖ⯲# ☦僌⹚㈶# ⚲ᆖ# ⚲ኣሦⰪ⯲# ႚሆ# ⮺㪯# ᦋ#
╷㫶❾㕶/# ῖႚ╛❓᷺# ᦋ⯞# ᅺᲾ㧲⪆# Ⲷ9ⴊ⩪# ᰖ# ኣ⪆⯲# ⴟᷲ⅞ᳶ# ᆏ㣶㧲ᜮ#
ኢ⧻Ⰾᔲ# ⰿ⚲⯞# Ṫ㧶1
# # :1# 佥ㇶⲚ╷ᅞ⋞佦ᰚ# ሇₖⰎ# ᄎႯ㧲ᅺ# ῒ㫮ⲛⰒ# ╷㫶⯞# ⮺⹚㧲ዊ# ⮞㧲⪆# 㧞⬮㧶#
ㇶ☦㧶⯲# ⋞⭃⯖ᳶ▶# Ⲷ53ⴊ⯲5Ⲷ7㨇⩪# ᰖ# ᄎ⹚√ⰿᆚⰎ# ᅞ㊻㧲ᜮ# ኢ⧻
⯞# Ṫ㧶1
# # ;1# 佥Ⴖ⅞ႚሆ佦ᰚ# Ⰾ# ℯ⩪# Ḓ# ኣ⪆Ḗ# ₵ᄊᔲ# Ⰾ# ℯ⩪# Ḓ# Ⱚᅃ⬮ᄎ⩪# √㨃
㧲ᜮ⹚⩪# ᆚ㧶# ⴊ╆Ḗ# ₵ᜮ# ዊ→គ⮞ᳶ▶# ⚲ኣⰪ# ᪪ᜮ# ⚲ኣሦⰪᳶ# ሆ○ᢶ# ႚሆ
Ḗ# Ṫ㧶1# Ⰾ# ᅗ⭊# Ⴖ⅞ႚሆ⯲# ℮⮞# ᦋ# ሆㅎⲛⰒ# ╆㨇⯚# រ㙏᳓᳓⯖ᳶ# ⲯ㧶1
# # <1# 佥☦Ⱂⲯ⧻佦Ⰾᰚ# ⰿዊᆚⰎ# ኣ⪆⯲# ᅊⲯ# ₩# ❾❶# ᦋ⩪# ╆⭃㧲ዊ# ⮞㧲⪆#
╊㈶㧶# Ⴖ⅞ႚሆ⯲# ☦㡣ႚ⧻ᆖ# ⱆ╊⯲# ☦㫲╊⧻⯞# 㨃╊㧶# ኢ⧻⯞# Ṫ㧶1
# # 431# 佥ヂ╛⮞ᅞ㋏佦Ⰾᰚ# ⚲ኣሦⰪ+Ⲷ47ⴊ⯲5⩪# ᰖ# ⚲ኣሦⰪᳶ# ᜮ# ╆ᰦ⯚#
Ⲷ⬒㧶,⩪# 㨎ន㧲⹚# ⧞ᝢ㧲ᜮ# ᅞ㋏⯖ᳶ▶# ☦Ⱂⲯ⧻Ⰾ# រ㙏᳓᳓⯖ᳶ# ⲯ㧲ᜮ#
ዊ# Ⰾ㧲Ⱂ# ᅞ㋏⯞# Ṫ㧶1
# # 441# 佥ዊ# ⶫ⮞☦佦Ⰾᰚ# ᄎ⹚√ⰿᆚⰎ# ኣ⪆⯲# ዊ# ᦋ⩪# 㫶⭃㧲ዊ# ⮞㧲
⪆# Ⲷ53ⴊⲶ5㨇⩪# Ḓ# ⶫ⧳╷㫶ⰿ⮞⭪㬦⯲# ➆⯲僌⯲ᅊ⯞# ᄊㅪ# ᅺ❶㧲ᜮ# ሇ
ₖ# ႚሆ☦⯲# ⶫ⮞Ⴌ⯞# Ṫ㧶1
# # ^ⲞῒႶⲯ# 53451# 5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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㶢# ळѪϐܤۥ٪л  ߲״. ळѪϐۥл 
ڗےۤ(۔# Ⰾ# ℯ⩪▶# ╆⭃㧲ᜮ# ⭃⩎⯲# ᯕ⯚# ⯦ᆖ# Ⴓ1# ?Ⴖⲯ# 533;1# 51# 5<1/#
53431# 41# 4;1/# 53441# 71# 451/# 53451# 51# 41/# 53471# 41# 541A
# # 41# 佥ὂ佦# ᪪ᜮ# 佥√佦ᰚ# ⯦# ႛ# ὃ⯲# ⩎ᜪ# 㧲ᔲ⩪# 㨎ន㧲ᜮ# Ⱚᳶ▶# ⧞ᡳⰒ# Ⱚ
ᗚḖ# ⨫⮻㧲ᜮ# ⰪḖ# Ṫ㧶1
# # # # ႚ1# ⭊Ⱚ⫚# ╆⅞# ᪪ᜮ# Ⰾ㫖㧲ᄊᔲ# ⭊Ⱚᳶ√㗊# ⮺ዊ+裝罀,ᢶ# Ⱚ
# # # # ᔲ1# ⲯ❺Ⰾᔲ# ❺ㅎ⯲# ⰿ⧺ᳶ# ⰿዊ႞# ᘒᡳᲿ⯞# ╛❾㧶# ⭊ⰪḖ# ႚ# Ⱚ
# # # # 1# ᇪⲯ❶▾僌㋲ᵦႪ㫒❶▾⩪# Ⱏ☦㧶# ⭊Ⱚ# ᪪ᜮ# Ⅻ⪇῎# ⶫⰒ# ⭊ⰪḖ#
ႚ# ╆ᰦ
# # # # ᰖ1# ₒ㫖Ⱚ~# ╆❾㫖+萡蘰軭,# ᆚᅞ⩪# Ⱒᜮ# Ⱚᜮ# Ⲷ⬒㧶
# # # # Ṣ1# ႚὃ√㗊# ᰖὃዦ⹚⩪# ቶⲯᢶ# Ⱚ⩪# 㧲ᜮ# Ⱚᳶ▶# ⪆○ႚⴋ√᳓⯖ᳶ# ⲯ㧲
ᜮ# Ⱚ
# # 4⯲51# 佥ㅇ☦ᗞ# 㧶√ὂ佦ᰚ# 57◒# Ⰾ㧲⯲# ὂ# ᪪ᜮ# √Ḗ# Ṫ㧶1
# # 51# 佥㧶√ὂႚⴋ佦Ⰾᰚ# ὂⰪႚⴋ# ᪪ᜮ# √Ⱚႚⴋ⯞# Ṫ㧶1
# # 61# 佥ὂⰪႚⴋ佦Ⰾᰚ# ὂႚ# ◒រⶖ~◒រⶖႚ# ⧞ᝢᰖᡞ# ◒រ⭪+蔡耲衵,⯞# ╆❾
╛# √⨫㧲ᜮ# ⰪḖ# 㢆㨂㧶Ⱂ# ႚⴋ⯞# Ṫ㧶1
# # 71# 佥√Ⱚႚⴋ佦Ⰾᰚ# √ႚ# ◒រⶖ~◒រⶖႚ# ⧞ᝢᰖᡞ# ◒រ⭪⯞# ╆❾╛# √⨫㧲
ᜮ# ⰪḖ# 㢆㨂㧶Ⱂ# ႚⴋ⯞# Ṫ㧶1
# # 81# 佥⧞ᡳ佦Ⰾᰚ# 4;◒# ₒṦ+㊂㧳# ⶫⰒ# ᅗ⭊⩪ᜮ# 55◒# ₒṦ⯞# Ṫ㧲ᢲ/# 佭Ⅻ⪇
ℯ佮⩪# Ḓ# Ⅻ⪇⯲῎Ḗ# Ⰾ㨣㧲ᅺ# ㊂㧳# ⶫⰒ# ᅗ⭊⩪ᜮ# Ⅻ⪇⯲῎Ḗ# Ⰾ㨣㧶# ዊ႞
⯞# ႚ╊㧶# ⪊᳓# ₒṦ⯞# Ṫ㧶,⯲# ⰪḖ# Ṫ㧶1
# # 91# 佥⹚⭪ዊᆚ佦Ⰾᰚ# Ⰾ# ℯ⩪# Ḓ# ⹚⭪⯞# 㨣㧲ᜮ# ሇႚᔲ# ⹚Ⱚ㋲គㅎḖ# Ṫ㧶
1
# # :1# 佥㧶√ὂႚⴋ⹚គㅎ佦ᰚ# 㧶√ὂႚⴋ⯲# ⹚# ⸷⯞# ὃⲛ⯖ᳶ# ▾ṗᢶ# ዊᆚ
Ⰾᔲ# គㅎḖ# Ṫ㧶1
# # ^ⲞῒႶⲯ# 533:1# 431# 4:1`
㶢# ɁϬ७ܤۥ٪л  ߲״. ɁϬ७ۥл 
ڗےۤ&۔# Ⰾ# ℯ⩪▶# ╆⭃㧲ᜮ# ⭃⩎⯲# ᯕ⯚# ⯦ᆖ# Ⴓ1# ?Ⴖⲯ# 53441# 71# 71/#
53481# 451# 41A
# # 41# 佥ῒ㫮ႚⴋ佦Ⰾᰚ# ⯦# ႛ# ὃ⯲# ⩎ᜪ# 㧲ᔲ⩪# 㨎ន㧲ᜮ# ႚⴋ⯞# Ṫ㧶1
# # # # ႚ1# 佭ⱆ㧶⬒ሇⰒ# ㄲ⭊# ዊ→ℯ佮# Ⲷ5ⴊⲶ6㫒⯲# ᅊ㫖ⰎₖⰪ⫚# 佭ሇⲛℯ佮# Ⲷ5ⴊ
√㗊# Ⲷ7ⴊዦ⹚⯲# ቶⲯ⩪# ᰖ# រ㧶ₖሇ# ሇⲛ⯞# ㊂㧶# Ⱚᳶ# Ⰾᶂ⩎# ႚ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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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ᔲ1# 佭ሇⲛℯ佮# Ⲷ6ⴊ# ₩# Ⲷ7ⴊ⩪# ᰖ# រ㧶ₖሇ# ሇⲛ⯞# ㊂㧶# Ⱚ⫚# Ⴓ⯚# ℯ#
Ⲷ5ⴊ√㗊# Ⲷ7ⴊዦ⹚⯲# ቶⲯ⩪# ᰖ# រ㧶ₖሇ# ሇⲛ⯞# ㊂㧶# Ⱚᳶ# Ⰾᶂ⩎#
ႚⴋ
# # 51# 佥ᅊ㫖ⰎₖⰪᦋ佦Ⰾᰚ# ῒ㫮ႚⴋ⯲# ሆ○⭪⯖ᳶ▶# ⯦# ႛ# ὃ⯲# ⩎ᜪ# 㧲ᔲ⩪#
㨎ន㧲ᜮ# ⰪḖ# Ṫ㧶1
# # # # ႚ1# 佭ⱆ㧶⬒ሇⰒ# ㄲ⭊# ዊ→ℯ佮# Ⲷ5ⴊⲶ6㫒⯲# ᅊ㫖ⰎₖⰪ
# # # # ᔲ1# 佭ሇⲛℯ佮# Ⲷ7ⴊ⩪# ᰖ# ቚ㫮㩢ႚḖ# ₵⯚# Ⱚ
# # 61# 佥⧞ᡳ僌ㅇ☦ᗞ佦Ⰾᰚ# 57◒# Ⰾ㧲Ⱂ# ╆ᰦ⯞# Ṫ㧶1
㶢# ތ٪չ ӡϩ ڗЌ ܦ ٷЕ ìΎ ۤ͌
ۤ(۔Ќ ٷӡϩ ڗİ ܆ʴ# 刮# ❶ⰿ⯚# 佭⹚Ⱚ㋲ℯ佮Ⲷ437ⴊⲶ6㨇⩪# ᰖ#
☦ᆚ# Ⱚ㋲╆῎# ⶫ# ⴊ╆余ᄚ╆余ᄚⲯ余ᆚṆ⩟῎# ᦋ# ❶ₖ⯲# ሦṆ余⯲῎⫚# ⹛ⲫ# ᆚ
᳂ᢲ⹚# ⧤ᜮ# ⯦# ႛ# 㫒⯲# ╆῎Ḗ# ℯⰒ余គㅎ# ᪪ᜮ# ኒ# ዊᆚⰎᔲ# ႶⰒ⩪ᄦ# ⮞㕛
㧺# ⚲# Ⱒ1# ?Ⴖⲯ# 53531# 41# 641A
# # 41# គ⚶# ╆❾㨣⮞Ⱂ# 㨣ⲯⰫ⭃
# # 51# ᆏⰏ○# ᷺○Ⰾ# 㪞Ⲛ㰢# ⬮ㅇᢲᜮ# ╆῎
# # 61# 㝓⚲㧶# Ⲟῒ⹚❷# ₩# ዊ⚺Ⰾ# 㧞⬮㧶# ╆῎
# # 71# ኒ# ₰⩪# ❶ₖ╷㫶ᆖ# ⹛ᅊᢶ# គ⚶# 㨣ⲯ╆῎
# # 刯# ❶ⰿ⯚# Ⲷ4㨇# ႛ# 㫒⯲# ╆῎Ḗ# ₖ႞⮞㕛㧲Ჾᜮ# ᅗ⭊⩪ᜮ# ⯦# ႛ# 㫒⯲# ╆㨇⯞#
ᅺᲾ㧲⪆# ₖ႞⮞㕛㧲ᜮ# ᄝⰎ# ⲛⲯ㧶⹚Ḗ# ₒṆ# ᄚ㘺㧲⪆⨖# 㧶1
# # 41# ₖ႞⮞㕛Ⰾ# ⧞ᝦ# Ḓ# ❷⯖ᳶ⯲# ⭎⪛# ႚ○
# # 51# ▶⋞✾# ᆏኣ⯲# ᆏᆏ○# ₩# ⧢ⲯ○
# # 61# ₖ႞⮞㕛⯲# ᅗⲶⲛ# 㭂⯂○
# # 71# ₖ႞⯲# Ⲟῒ⹚❷# ₩# ዊ⚺# 㫶⭃# ႚ○
# # 81# ₖ႞⮞㕛㧲Ჾᜮ# ╆῎⯲# ○ᆖ# ㊻ⲯ⯲# ⭃Ⰾ○
# # 91# ₖ႞⮞㕛# ╆῎# ᆚṆ# ₩# ⭎⪛⯲# 㛆○
# # :1# ₖ႞⮞㕛㧲Ჾᜮ# ╆῎⫚# ᆚ᳂ᢶ# ₖ႞# ▶⋞✾⯲# ᆏኣ# 㪞㬃# 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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ㇶ#ኞ# # # 㯂㭇# ⸮᷾
㶢# ތ٪չ ߿ࢊزर ڵìΎ Е ٠͌ۤ ا
۔%ۤϑۋ# Ⰾ# ⴊ᳚ᜮ# プ⭪❶# ⪾㘺㌺㧫ⰿ⯲# ᆚṆ# ₩# ⭎⪛⩪# 㧞⬮㧶# ╆㨇⯞# ቶⲯ
㨂⯞# ὃⲛ⯖ᳶ# 㧶1# ?Ⴖⲯ# 53471# 91# 631A
ۤ&۔ύ߲ Е ߩٷ# プ⭪❶# ⪾㘺㌺㧫ⰿ+Ⰾ㧲# 佥㌺㧫ⰿ%# Ⰾᰖ# 㧶,⯲# ㌇ᆖ# ⮞
㋲ᜮ# ⯦ᆖ# Ⴓ1
# # 41# ឆㄶᆏ⭪# ⪾㘺㌺㧫ⰿ=# ᅗ╛ᕂᡞ# プ⭪❶# ⯲プሆ# ∛Ἆ# ឆㄶዒ# 483# Ⱆ⭪# ?Ⴖⲯ#
53541# 81# 471A
# # 51# ╇Ⲷ# ?53541# 81# 471A
^ⲞῒႶⲯ# 53471# 91# 631`
ڗےۤ'۔# Ⰾ# ⴊ᳚⩪▶# ╆⭃㧲ᜮ# ⭃⩎⯲# ᯕ⯚# ⯦ᆖ# Ⴓ1
# # 41# 佥❶▾佦Ⰾᰚ# ㌺㧫ⰿ# ᕎ⩪# Ⱒᜮ# ⪾㘺㌺㧫ⰿᆖ# ኒ# ₰⯲# 㡒⯲❶▾# ᦋ# ὂ# ❶
▾⯞# Ṫ㧶1
# # 51# 佥╆⭃ᵦ佦ᰚ# ㌺㧫ⰿ# ᕎ⩪▶# ❶▾⯞# ╆⭃㧲ᜮ# ╆ᰦ⯖ᳶ√㗊# ⚲㧲ᜮ# ⬮ኢ⯞#
Ṫ㧶1
# # 61# 佥គㅎ佦ᰚ# 53# Ⰾ╛Ⰾ# Ⴓ⯚# ὃⲛ⯖ᳶ# ᡳ❶⩪# Ⱏⰿ㧲ᜮ# Ⱆ㨣⯞# Ṫ㧶1
# # 71# 佥ⰿዊㅎᷲⰪ佦ᰚ# 47Ⱆ# Ⰾ╛# ⚳₯㧲ᜮ# ╆ᰦ⯞# Ṫ㧶1# ?Ⴖⲯ# 53541# 81# 471A
# # 81# ╇Ⲷ# ?53541# 81# 471A
# # 91# 佥ᆚṆⰪ佦ᰚ# ❶▾⯞# ᆚṆ余⭎⪛㧲ᜮ# プ⭪❶ⰿ+Ⰾ㧲# %❶ⰿ%Ⰾᰖ# 㧶,# ᪪ᜮ#
❶▾⯞# ⮞㕛₵⧞# ᆚṆ余⭎⪛㧲ᜮ# ⰪḖ# Ṫ㧶1# ?Ⴖⲯ# 53541# 81# 471A
# # :1# ╇Ⲷ# ?53541# 81# 471A
ۤ(۔İȱ# ㌺㧫ⰿ⯚# Ⱚ⪊㋶㫮ⲛ# ሇₖ㯎⨫❶▾ᳶ▶# ❶ₖ# ᪪ᜮ# ሇᕎ⬒# ᆚᆫႷ⩪ᄦ#
⚳₯# ᦋ⯲# ⰿ☦Ḗ# Ⲷᆏ㧶1# ?Ⴖⲯ# 53541# 81# 471A
״ثۤ)۔# 刮# ㌺㧫ⰿ⯞# ╆⭃㧲Ჾᜮ# ╆ᰦ⯚# ᆚṆⰪႚ# ⭎⪛㧲ᜮ# Ⱂ㗊ᗑ# ᦋ⯞# Ⰾ⭃
㧲⪆# ╆Ⲟ# ⪢⨗㧲⪆⨖# 㧲Ἂ/# ⪢⨗⯚# ❶▾# ╆⭃# ⭮⯲# Ⲟ⭮# 4Ⱆ√㗊# ❺ㅇ㧺# ⚲# Ⱒ
1# ?Ⴖⲯ# 53541# 81# 471A
# # 刯# ╇Ⲷ# ?53541# 81# 471A
# # 到# Ⲷ4㨇⩪# ᰖ# ⪢⨗❺ㅇ⯞# 㧶# ╆ᰦ⯚# ⪢⨗Ⰾ# 㫯ⲯᢲἎ# 57❶႞# Ⰾᕎ⩪# ᆚṆⰪ
ႚ# ⹚ⲯ㧲ᜮ# ⯚㨣ᅞ⩪# ╆⭃ᵦ# Ⲟ⧻⯞# Ⱏኢ㧲⪆⨖# 㧲Ἂ# Ⱏኢ㧲⹚# ⧤⯚# ᅗ⭊⩪
ᜮ# ⪢⨗⯞# ㊂☦㧶# ᄝ⯖ᳶ# →1# ?❺▾# 53541# 81# 4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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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ӡٝͣ# ㌺㧫ⰿ⯲# ❶▾⯞# Ⰾ⭃㧲Ჾᜮ# ╆ᰦ⯚# ⅞㣶# 4⩪# Ḓ# ╆⭃ᵦḖ# ᕃ√
㧲⪆⨖# 㧶1# ?Ⴖⲯ# 53541# 81# 471A
۔+ۤӡٝͣ ڗω# ᆚṆⰪᜮ# ⯦# ႛ# 㫒⯲# ⩎ᜪ# 㧲ᔲ⩪# 㨎ន㧲ᜮ# ᅗ⭊⩪ᜮ# ╆
⭃ᵦḖ# ႪἎ㧺# ⚲# Ⱒ1# ?Ⴖⲯ# 53541# 81# 471A
# # 41# Ⲟ⧻ႪἎ
# # # # ႚ1# プ⭪❶+Ⰾ㧲# 佥❶佦ᰖ# 㧶,ႚ# ⶖㇶ余ⶖᆚ㧲ᜮ# 㨣╆+❶# ⹛⪛ᆚṆ⯲# ᅗ⭊,#
?Ⴖⲯ# 53541# 81# 471A
# # # # ᔲ1# ᆏ῎⚲㨣⯞# ⮞㧲⪆# ㈶Ⱏ㧲ᜮ# ᅗ⭊+❶# ⹛⪛ᆚṆ⯲# ᅗ⭊,
# # # # 1# ኒ# ₰⩪# ❶ⰿⰎ# 㝓⅞㧶# ╆⮺ႚ# Ⱒᅺ# Ⱂⲯ㧲ᜮ# ᅗ⭊
# # 51# 433∞⯲# 63# ႪἎ
# # # # ႚ1# 㡣Ⱆ⩪# ㌺㧫ⰿ⯞# Ⰾ⭃㧲ᜮ# គㅎ# ₩# ⰿዊㅎᷲⰪ# ?Ⴖⲯ# 53541# 81# 471A
# # # # ᔲ1# 佭ⰿ⧺Ⱂ⹚ℯ佮# Ⲷ65ⴊ⩪# Ḓ# ᦋ᳷# ⰿ⧺Ⱂ# ?Ⴖⲯ# 53541# 81# 471A
# # # # 1# 佭ሇႚ⮺ᆏⰪ# ᦋ# ⪢⭊# ₩# ⹚⭪⩪# ᆚ㧶# ℯ᷺# ❶㨣᳓佮# Ⲷ;9ⴊⲶ4㨇⩪# 㨎ន
㧲ᜮ# ሇႚ⮺ᆏⰪ# ?❺▾# 53541# 81# 471A
# # # # ᰖ1# 佭ሇₖዊㆢ╷㫶# ⰿℯ佮# Ⲷ5ⴊ⩪# Ḓ# ⚲ኣⰪ# ?❺▾# 53541# 81# 471A
# # # # Ṣ1# 佭㧶√ὂႚⴋ⹚⭪ℯ佮# Ⲷ7ⴊ⩪# Ḓ# 㧶√ὂႚⴋ# ?❺▾# 53541# 81# 471A
# # # # ₮1# Ṧ4;◒# ₒṦ⯲# ᣪ# Ⱚᗚ# Ⰾ╛⯲# ⰪᗚḖ# ᣮ# Ⱚᗚ# ႚⲯ# ?❺▾# 53541# 81#
471A
# # # # ╆1# 佭ῒ㫮ႚⴋ⹚⭪ℯ佮# Ⲷ5ⴊⲶ4㫒⩪# Ḓ# ῒ㫮ႚⴋ# ?❺▾# 53541# 81#
471A
# # 61# 433∞⯲# 53# ႪἎ# =# 佭ⶖₖᦋ᳷ℯ佮⩪# ᰖ# プ⭪❶⩪# ⶖ☦Ḗ# ᣮ# ╆ᰦ
۔,ۤӡٝͣ ʴ ڗÄչ# ᆚṆⰪᜮ# ❶▾╆⭃ᵦ# ᦋ⯲# ⬮ኢ㣶Ḗ# ╆⭃Ⱚႚ# ✗ᄦ# ↖#
⚲# Ⱒᡞ᳷# ᄦ❶㧲⪆⨖# 㧶1
۔-ۤӡٝͣ ڗ९Ѯ ʴ# 刮# ╇Ⲷ# ?53541# 81# 471A
# # 刯# ⪢⨗㊂☦# ᦋ⩪# Ḓ# ╆⭃ᵦ# 㫲∢ዊ⯚# ⅞㣶# 5⫚# Ⴓ1# ?Ⴖⲯ# 53541# 81#
471A
۔%$ۤչԋ ڗӡٝ۔ळ ʴ# 刮# ᆚṆⰪᜮ# ᆏⰏ╛# ᪪ᜮ# ❶▾⯲# ᆚṆ余⭎⪛⯞# ⮞㧲
⪆# 㧞⬮㧲ᅺ# Ⱂⲯ㧲ᜮ# ᅗ⭊⩪ᜮ# Ⱆⲯዊ႞⯞# ⲯ㧲⪆# ❶▾╆⭃⯞# Ⲷ㧶㧺# ⚲# Ⱒ
1# Ⰾ# ᅗ⭊# ₒṆ# 㫧Ṿㅎ# ᦋ⯞# Ⰾ⭃㧲⪆# ╆⭃Ⲷ㧶# ╆⮺Ḗ# ⧦Ṇᅺ# ኒ# ╆⮺Ḗ# ᄦ
❶㧲⪆⨖# 㧶1# ?Ⴖⲯ# 53541# 81# 471A
# # 刯# ᆚṆⰪᜮ# ⯦# ႛ# 㫒⯲# ⩎ᜪ# 㧲ᔲ⩪# 㨎ន㧲ᜮ# ᅗ⭊⩪ᜮ# ╆⭃⯞# Ⲷ㧶㧲ᄊᔲ#
╆⭃❺ㅇ⯞# ㊂☦㧺# ⚲# 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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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ᆏᆏ▶⫚# ►ᱣ㧶# 㤧☧⯞# Ⲛ㨎㧶ᅺ# 㞪គᢺ# ᅗ⭊
# # 51# ❶▾⯲# ⮺⹚ᆚṆ╛# ⹚ⰿ⯞# ㆢᰲ㧺# ᅗ⭊
# # 61# ኒ# ₰⩪# ❶▾Ⰾ⭃# ⚲╆㨇⯞# ⮞₲㧶# ᅗ⭊
۔%%ۤչԋӡٝĕ ڗɻ Е یɓīܤ# ❶▾⯲# ╆⭃㩢ႚḖ# ₵⯚# Ⱚᜮ# ᆚṆⰪ⯲#
㩢ႚ# ⩠Ⰾ# ኒ# ሦṆḖ# Ⲷ6Ⱚ⩪ᄦ# ⨫ᡞ㧲ᄊᔲ# Ⲟរ㧺# ⚲# ⩠1
۔%&ۤӡٝ܆ ڗڪՎӡह# 刮# ╆⭃Ⱚᜮ# ╆⭃ዊ႞# ⶫ# ❶▾⯞# ╆⭃㨂⩪# Ⱒ⩎# ►ᱣ
㧲ᄦ# ╆⭃㧲⪆⨖# 㧲Ἂ/# ᆚṆⰪ⯲# ⹚❶⩪# ᰖ⨖# 㧶1
# # 刯# ㌺㧫ⰿ# ╆⭃Ⱚᜮ# ⅞㣶# 6⯲# ╆⭃Ⱚ# ⚲㋳⯞# ⚲㧲⪆⨖# 㧶1
۔%'ۤԭऺЦӭ ʴ# 刮# ╆⭃Ⱚႚ# ᅺ⯲# ᪪ᜮ# ᆖ❾ᳶ# ❶▾Ⰾᔲ# ⋞㤢⯞# 㮖☪㧲ᄊᔲ#
㞦☪㧶# ᅗ⭊⩪ᜮ# ᆚᅞ# ℯ᳓⩪# ᰖ# ☪㨎╛余⭪╛ሆ# ᦋ⩪# រ㧶# ミⰞ⯞# 1#
?Ⴖⲯ# 53541# 81# 471A
# # 刯# ╇Ⲷ# ?53491# 451# 5;1A
^ⲶὃႶⲯ# 53491# 451# 5;1/# 53541# 81# 471`
۔%(ۤ ٷìΎஓ٠ا# 刮# ❶ⰿ⯚# ㌺㧫ⰿ⯲# 㭂⯂ⲛⰒ# ᆚṆ余⭎⪛⯞# ⮞㧲⪆# 㧞⬮
㧶# ᅗ⭊# 佭プ⭪❶# ╆῎⯲# ₖ႞⮞㕛# ㆣ# ₩# ᆚṆ# ⴊ᳚佮⩪# ᰖ# ❶▾⯲# Ⲟ√# ᪪
ᜮ# Ⱆ√Ḗ# ℯⰒ/# គㅎ# ᪪ᜮ# ႶⰒ⩪ᄦ# ⮞㕛㧲⪆# ᆚṆ余⭎⪛㧲ᄦ# 㧺# ⚲# Ⱒ1# ?Ⴖ
ⲯ# 53541# 81# 471A
# # 刯# Ⲷ4㨇⩪# ᰖ# ㌺㧫ⰿ⯲# ᆚṆ余⭎⪛⯞# ⮞㕛₵⯚# Ⱚ+Ⰾ㧲# 佥⚲㕛Ⱚ佦ᰖ# 㧶,
ᜮ# ❶▾⯲# ᆚṆ余⭎⪛⩪# 㧞⬮㧶# ╆㨇⯞# Ⰾ# ⴊ᳚⯲# ℮⮞⩪▶# ⭎⪛ቶⲯ⯖ᳶ# ⲯ㧺#
⚲# Ⱒ1# Ⰾ# ᅗ⭊# ❶ⰿ⯲# ❓Ⱂ⯞# ₵⧞⨖# 㧲Ἂ/# Ⴖⲯ㧲ᜮ# ᅗ⭊⩪ᡞ# ᪪㧶# Ⴓ1#
?Ⴖⲯ# 53541# 81# 471A
# # 到# Ⲷ5㨇⯲# ⭎⪛ቶⲯ⩪ᜮ# ⮞㕛╆῎# ⚲㨣⯞# ⮞㧶# ዊሆ/# ⲯ⭪# ᦋ# ㌺㧫ⰿ⯲# ᆚṆ余
⭎⪛⩪# ᆚ᳂ᢶ# ὂ# ╆㨇Ⰾ# 㢆㨂ᢲ⩎⨖# 㧶1
# # 刱# ⚲㕛Ⱚᜮ# ㌺㧫ⰿ⯲# ᆚṆ余⭎⪛⩪# ☦⬮ᢲᜮ# ⋞⭃⯚# ⭎⪛⚲Ⱏኢ⩪▶# ╆⭃㧶1#
?Ⴖⲯ# 53541# 81# 471A
۔%)ۤՎڗ ڗڪϩ# ⚲㕛Ⱚᜮ# ⯦# ႛ# 㫒⯲# ⯲῎Ḗ# ○❾㰢# Ⰾ㨣㧲⪆⨖# 㧶1
# # 41# ㌺㧫ⰿ# ❶▾ῖ# ᆚṆ⩪# ►ᱣ㧶# ᆚṆⰪᳶ▶# ⶖ⯲# ⯲῎
# # 51# ㌺㧫ⰿ⩪▶# ₶╷㧶# ╆ᅺ⩪# រ㧶# ⴊ㋲⫚# ⪢╛ᢲᜮ# ╆ᅺ⯲# ⪢
# # 61# ㌺㧫ⰿ# ⭎⪛⯲# 㫶○㫮Ḗ# ⮞㧶# ႛⴟ# 㦞ᳶኒ᱂# Ⴖ₶# ?Ⴖⲯ# 53541# 81# 471A
۔%*ۤՎ ڗٷू ڪīܤ# ⚲㕛Ⱚᜮ# ❶ⰿ⯲# ❓Ⱂ# ⩠Ⰾ# ⯦# ႛ# 㫒⯲# ⩎ᜪ# 㧲ᔲ
⩪# 㨎ន㧲ᜮ# 㨣⮞Ḗ# 㧺# ⚲# ⩠1
# # 41# ⚲㕛ⱆ╊⯲# ὃ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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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Ⲷ6Ⱚ⩪ᄦ# ⱆ╊⯲# Ⱎរ# ᪪ᜮ# ሦṆ# ╆⭃ሦ⯲# 㩢⭃
# # 61# ⱆ╊⯲# ⭪╛⯞# ⅚ᅗ㧲ᜮ# 㨣⮞
۔%+ۤ ٷìΎஓ٠ߕ ڗاԪ# ❶ⰿ⯚# ⚲㕛Ⱚႚ# ⯦# ႛ# 㫒⯲# ⩎ᜪ# 㧲ᔲ⩪# 㨎ន
㧲ᜮ# ╆⮺ႚ# Ⱒ⯞# ᅗ⭊⩪ᜮ# ⮞㕛⭎⪛⯞# ㊂☦㧺# ⚲# Ⱒ1
# # 41# ⚲㕛Ⱚႚ# ᅞ⨗# ╆㨇⯞# ⮞₲㧲⪚⯞# ᧦# ?Ⴖⲯ# 53541# 81# 471A
# # 51# ⚲㕛Ⱚႚ# ᆚᅞ# ℯ᳓# ₩# Ⰾ# ⴊ᳚⯲# ቶⲯ⯞# ⮞₲㧲⪚⯞# ᧦# ?Ⴖⲯ# 53541# 81#
471A
# # 61# ⚲㕛Ⱚႚ# ᆚṆ余⭎⪛ᲿⰎ# ⩠ᄊᔲ# ❶▾⯞# ⭎⪛㧺# ⚲# ⩠ᜮ# ╆⮺ႚ# ₶╷㧲⪚
⯞# ᧦
# # 71# ❶ⰿ⯲# 㨣ⲯ╛# ⲯន㧶# ⹚❶Ḗ# ⮞₲㧲ᄊᔲ# ∢Ⰾ㨣㧲⪚⯞# ᧦# ?Ⴖⲯ# 53541# 81#
471A
۔%,ۤثӤ Е ٠ܤ ڗا٪# ❶ⰿ⯚# ㌺㧫ⰿ⯲# ⭎⪛ᆖ# ᆚ᳂㧲⪆# 㧞⬮㧲ᅺ# Ⱂⲯ
㧺# ᅗ⭊⩪ᜮ# ⪢╊⯲# ℮⮞⩪▶# ⭎⪛⩪# 㧞⬮㧶# ⋞⭃⯲# Ⱆ√Ḗ# ⚲㕛Ⱚ⩪ᄦ# ⹚⭪㧺#
⚲# Ⱒ1
۔%-ۤєॊ ڤ# ᆚṆⰪᜮ# ㌺㧫ⰿ# ⭎⪛⩪# Ḓ# ᡦ₶╆ᅺ# ₶╷ᆖ# 佭ᆏ⮺ⱆ╊# ₩#
ῖ㤢ᆚṆℯ# ❶㨣᳓佮# Ⲷ7ⴊ⩪# ᰖ# ᄎ㈯ῖ# ₩# ⶫ⬮㧶# ❶▾ῖ# ᦋ⯲# ⱆ╊☪❾⩪#
រ㧶# ☪㨎㩲⩪# ႚⰟ㧲⪆⨖# 㧶1
&۔$ۤ܆ٝ# Ⰾ# ⴊ᳚⩪▶# ⲯ㧲⹚# ⧞ᝢ㧶# ╆㨇⯚# 佭プ⭪❶# ᆏ⮺ⱆ╊# ᆚṆ# ⴊ᳚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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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 5. 14.>

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1대/1일

12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

1개소/1일

6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비 고 >
1. 사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3,000원
나. 4시간까지: 6,000원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2.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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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1. 5. 14.>

사용료 환불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환불 및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관리·운영주체의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 배상
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자의 귀책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는 통지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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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4. 5.15, 2014 .6.30>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제2항 관련)
ὢӡ⚎ⴿᾓᶾᤊ⮦ᴶⵊὢẗἲỲⵆᷚᢚẗⷿ⁞ᅪ૧ᕮೊᆫશ.

1. έᾓ
ɉG ⚎ⴿᾓ ▊έἮ ᐆೊ᫊ ▊έ՚ᅪ ὢẗⵆᵪ ⵆ, Ӯᆚ ᴶࢢᶾ ഞཪ ⃪᫊؞
ᐂཻશ.
2. ᢚẗႺ
ɉG ᢚẗႺંᢚẗႺ⇃ᨆ⃮؞ᶾ⃮ⵆ, ẂἮᤎᕶέશ.
3. ᾓ
ɉG ᢚẗۆᤊંᐞ ఊӡἲᢚẗⵆᵪⵆ, ⵛٖࡅⵆѺὢẗⵆ⃪᫊ᷚ؞ᐂཻશ.
4. ே␖
ɉG ே␖▊έἮϮઓⵊ23:00ᕮ⤞07:00↮غᢪϮⵆ⃪᫊ᷚ؞ᐂཻશ.
ɉG ⚎ⴿᾓࢢᶾᤊ␖ྷ⦣Ἦᤊὢ, ᕶⴲẂⵊே␖ᢚẗἲᢪϮⵆ⃪᫊ᷚ؞ᐂཻ
શ.
ɉG ⚎ⴿᾓࢢᶾᤊંே␖ᅪᤦ␖ⵎᨆᶴ᪣શ.
ɉG 1Њᢚὢ⪦૧1૮ᆺ▊έϮઓⵆצᐄ ␖ྷἮӣẗ⃪␖ᾓἲὢẗⵗશ.
5. Ἲ
ɉG ⵊἺἮⵛ⃪ⵆᷚᵪⵗશ.
ɉG ᨇ᫊ϲἮ22:00ᕮ⤞07:00↮غέશ.
6. Ỳᣋ
ɉG ᫋ᨆᨆலં↮ܛ᫋ᨆᆺἲӣⵆ, ᅦẗலᢚẗἮ↮ఆᶢὶ᪣શ.
ɉG ⮾ᨆંᐆೊ᫊↮ ఊӡᶾᑲဒ⃪᫊ӎῶ૮၊ᐂᶾᑲဒᤊંᴶగશ.
ɉG ᳞ ↮ં؞ఊᾓᶾᅆᒲ၊ᕲᅆⵆᷚࢢঁἪᵪⵗશ.
7. ேጪ
ɉG ኖேጪἮⵛᢚེϾளⵆᶾὶᶢᵪⵗશ.
ɉG ேጪ Ḓጪ Ἢ၊ ⚎ⴿᾓἲ ୂⷮᤊં ᴶ ఆ, ⚎ⴿᾓࢢᶾᤊ ᐆೊ᫊ ၊ ᇒᶢᵪ
ⵗશ.
8. ⹂ᾚḮᢚӎ
ɉG ⚎ⳲᾓࢢᾂംḮᨆኗᓢ⸦ᅪỲⵆᷚⵖᕮ၊ᕶἲᢚẗⵆંѱἲⵗશ.
ɉG Ἲ᫋⁞ᆚᏽᕶᢚẗἮ↮ ఊӡᶾᤊᆺⵎᨆὶ᪣શ.
ɉG ⚎Ⳳᾓࢢᕶܱ८ὢંῲቢ↮ఆᶢὶ᪣શ.
9. ⸻ᓢ
ɉG ⚎Ⳳᾓࢢᶾᤊં ♆`ંԾ`ὦ⸻ᓢἮ↮ఆᶢὶ᪣શ.
ɉG ӮᆚᢚῲⶶϮᶴὢંᶳ`ὦ⸻ᓢંጪⱶ⫾ᇒᅪⵎᨆᶴ᪣શ.
10. Ἆંⵢ
ɉG ӮᆚંᢚẗἎጪᶾ૮ⵊἎંⵢᶾ૮ⵆᷚὲἲ↮↮ᴸ᪣શ.
ɉG ᫊ᤒᶾ૮ⵊⵢᶾ૮ⵢᤊંⵢᅪέ⽺ᢚེᶾѺᘲẗὢ⒛՚గશ.
11. آᢚ⣊
ɉG ỲἲẂⵆંҫẞḮ⸦ẞ·ЃⱻἪ၊ࢊὢⴲẂⵊҫẞӮᆚ↮᫊ᶾഞཪ⃪
᫊؞ᐂཻશ.
12. ῲ؞ᢚẗ ⵊ
ɉG ⵆῶ؞ᶾં⸃ᤎⱻ؞ᆺᢚẗⵗ᫊.
ɉG ேῶ؞ᶾંῲ؞ᇒ⪦Ṧῲᷢ؞ᢚẗἲ ⵊⵗશ.
13. ᣒẺᾓὢẗ᫊ϲ
ɉG Ḓῲ: 08:00 ~ 09:00 (1᫊ϲ)
ɉG Ḓ⺲: 18:00 ~ 20:00 (2᫊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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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稒峲枪͑ 昷沫汞͑ 毖噊͓

창

원

시

朞柦 煃毖柢汞箒汞沫
͙凃氦͚
洢徯 汞毖愢汞͑ 浶嵆͑ 儢洛͑ 分崮͑ 円皦汞冲昢͑ 暧抆͙愛笊沲͑ 汞毖͚
͑͢͟ 汞箒斲怺剳͙͚ͩͪͪͣͣͩ͢͢͟͟͢͟͞͡͡笾歆͑ 分崮沋城埪͟
ͣ͑͟ 汞毖愢汞͑ 浶嵆͑ 儢洛刂͑ 分崮穞櫲͑ 抆昢͑ 円皦汞冲汊͑ 抟沊刂͑ 償決͑ 暧抆穯城埪͟
͑ 浶嵆͑ 儢洛͑ 儢殚
࣌ Դ ߄
ॷࡕੵࠝ ݤ৪ଛࢠ
˗չ ࣏ ࠒࡋ Է
ࢊٕʎࢽ࣏Է߇

ْ ۭ  ʣ ੲ ࡿ ʷ

 ࡿ 

ᷦ ۘࡢࢵ ئঠࠆٕ  ଥк߷ࡸ
ᷦ ࠝੵ৪ଛࢠࢂ ࡈیՎ ʃִоۘ ضˁ˕ ݤ۶ Ьߦ߾ 
   Ҭհࡁ̖ٗۿ߾˗ଞ࣏ԷʎࢽࡵкଜЬˈیՎѻ

ࢢ ୃ 
ࢂ   ࡕ

抟沊͑͟ ͑͢͟ 浶嵆橎͑ 抆昢͑ 円皦懺処昢͑ ͢抆͟
͑ ͑ ͑ ͑ ͑ ͑ ͣ͑͟ 捊殯犚凊͑ 惾熮抆͑ 斲氦昢͑ ͢抆͑͟ ͑ 啣͟

煃͑ ͑ ͑ ͑ 毖͑ ͑ ͑ ͑ 柢͑ ͑ ͑ ͑ 沫

渂怺分

洛汆渂

汞箒笗崫基埿

匶箓分

卆洛惾

洊冶͑ͣͣ͑ͩ͑ͣͧ͢͟͟͟͡

卆涋穊

笗浶沖
柢窏 匶箓分ͩͤͪ͢͞͡
殶 ͦͥͤͦ͢

͙ͣͣ͑͢͟͡ ͩ͑͟ ͚ͣͧ͟

洗朞 汞箒斲怺剳ͩͧͦ͞͡

凃旇單壊͑ 煃毖柢͑ 昷斶割͑ 渗機堆嵢͑ ͦ͑͢͢͝ 匶箓分͑ ͙殯笾壟͚

洊筚憎笾 ͦͦͣͣͦͣͣͧͥ͡͞͞

砯枪憎笾 ͦͦͣͣͦͥͨͣ͡͞͞͡

͠ ΙΥΥΡͫ͠͠ΨΨΨ͟ΔΙΒΟΘΨΠΟ͟ΘΠ͟ΜΣ

͠ ΛΠΠͧͦ͢͡ͱΜΠΣΖΒ͟Μ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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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捊击儢͙͚ͦ

ⱒ# ⬻# ⛚
ތ٪չ ߿ࢊزर ڵìΎ Е ٠͌ۤ اਵ

ⴖⲎ⇚ⴖ# ⴺ⌾# ᇚⷓ# ⸮᷾⬆# ሾ㝞# ⊲ኞ
#

# ⸮᷾⬆# ᇚⱒ

G ᴶᐃⷲᾚẾ ጦ⹂⹆ҫல᫊ỲẾ)
G ᴶὢἎᏽ⃪Ẃࢢẗ
मϾቢ Њ Ế᫊Ꮺⵊ ⵆᷚ`ẗ
᫊ᤒẂὦᕲ⓶ӪẂᐆᷯᏽ᫊ᤒᒲ ⤾⪦ ♢ཪᐆ ᐗ϶၊ ᤦᕲ⹂
ᴺ؞ᩚẢᒃဧ ᘲ⃮؞ᶾഞཪẗᶢ ᘲ

#

# ⺺ⱒ# ሾ㝞ᙲⱧ

G ⁞ီᴶ ⁞ ᢚẗႺϾቢ 
ᆺᤦᏦᆺాमὢमᅪూϮ
ぼ⃪
⃪Ꮺ။ᒃᶾഞཪ᫊ᶾ⃪ᅪూϮ ᆺᤦᏦᆺमϮታ
ὢ⯚ⵖఊాमὢमᅪూϮ
G <ᒲⱊ>ᢚẗႺ ⁞Ӯဖ ᫊ᤒẂὦᕲ⓶ӪẂᐆᷯᏽ᫊ᤒᒲᤦᕲ⹂
ࣸ笊窏ࣺ

ࣸ儢洛橎ࣺ

1. 사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1. 사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3,000원
나. 4시간까지: 6,000원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斲殯巒
ࣰࣨ࣬࣬࣬
ࣲ࣭ࣨ࣬࣬࣬
ࣴࣨ࣬࣬࣬

나.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斲殯巒
ࣴࣨ࣬࣬࣬
࣯࣮ࣨ࣬࣬࣬
ࣲ࣭ࣨ࣬࣬࣬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

# ⹃㬧ⴖቪ

G ҫலࢢӣӣẢᷯ⚎ⴿᾓ૮ᕮᕲमϾቢ ᶴἪ ⒊
Ḓ⦎⚎ⴿᾓẢᷯ
ాमὢमϾቢ`ẗ ‘ ὢ⺲ҫᷯᵎ၊⸦
G ▂Ϯ Ẃὢ ⤾⪦ᢚὢ⪦ ⃮؞Ἢ၊ ὪӲ `ẗఆᶢ ὶᶢ ᫊ᤒ ᵿ⹂ᶾ
ഞᅦ᫊
᫊ᤒᒲ▂ϮẂᤦᕲ⹂ⵖὢⴲ
ⴲẂⵆӎ⫾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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ⴖⲎ⇚ⴖ# ⴺ⌾# ᇚⷓ# ⸮᷾⬆# ሾ㝞# ⊲ኞ
# Ჿ㚮⡖# ⠂❺# ᳆⠂# ⚲⢿⠢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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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ᐗ♆ᒃ ⁞ ᾚ ᕮૢἲᨆᐆ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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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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ӣἲ Ỳⵢ 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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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Ẃࢢ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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ࢆᢚẗ᫊ϲ⓶Ӫ᫊▂ϮẂᒮҫᏽ᫊ᤒᒲᤦᕲ⹂ᶾӮⵊ
ᢚⵛἲ ⵖ ᴶᒲⱊ
ᴺ؞ᩚẢᒃဧ ᘲ⃮؞ᶾഞཪẗᶢ ᘲ

Ⅲ ⌾⛚# ሾ㝞 # ᙲⱧ
# 숔 ኾᷦ# ≓᷷# ⶾ㋇# ⮪⌾# =# ⶾ㋇♪㬫# ⮄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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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Ếᐊ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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Ѯ⦎ࢢẗᏽᨆ 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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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殯檺洛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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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殯檺洛捊

ⵊⵎᨆὶὢҫẞᏦᆚ⸻ᓢᇒ⒢



ἲὢẗⵆᷚᢚẗ ⵊᢚἎᅪᴺᆚ



ӎצᢚἎᅪѺ᫊ⵆᷚᵪⵊ

Ѻ᫊ⵢᵪ

ゥ ᣋྣ

ゥ ⷲӪЇἺ

⁞ ᢚẗ⃮ᨆᢚⵛ イᢚẗ

⁞ ᢚẗ⃮ᨆᢚⵛ イ

ંᢚẗ؞ϲ᫊ᤒἲᢚẗⵖ

 ᢚẗⵎ

ᶾὶᶢᤎྷⵆѺᢚẗⵆᷚᵪⵆ

ഺᤎྷⵆѺᢚẗⵢᵪ

 Ӯᆚ↮᫊ᶾഞཪᵪⵊ



ゥ⚎ⴿᾓᢚẗંᒲⱊᢚ

ゥ

 怾沫昷把ࣜ愕ࣜ殯檺洛捊

 殯檺洛捊

ẗᨆ♇ἲ⃮ᨆⵆᷚᵪⵊ

⃮ᨆⵢᵪ

⁞ ᨆ⢯ጢ ᨆ⢯ં

⁞ ᨆ⢯ጢ 

Ἲϯ⸦ጢᅪ⽶ὢ

ὢⵢᵪ  殯檺洛捊

ⵆᷚᵪⵊ



ゔ ᣋྣ

ゔ ⷲӪЇἺ

⁞ ᓢⷆϮέ Ӯᆚં⚎ⴿᾓẢᷯᶾ

⁞ ᓢⷆϮέ 

ഞᅦᐊᢚӎᐊᣋӪㅯӣἎᾚᢞᏽ



ጪⱶӮᆚᒃ᫊ဧㅰ ⁞ᶾഞཪѢ



▃ጪᏽẂⵊ᫊ᤒጪᾚᢞ



ᶾ૮ⵊⵢᓢⷆᶾϮέⵆᷚᵪⵊ

Ϯέⵢᵪ

⁞ ⃮ẗ  ὢ ⁞ီᶾᤊ

⁞ ⃮ẗ ᴸἮ

ⵆ↮

 殯檺洛捊

ᴲશⵊᢚⵛἮㅯẾ᫊ӣἎᾚ



ᢞӮᆚ⁞ီㅰḮㅯẾ᫊ᢚጢ

  殯檺洛捊

 ᏪϲỲ⢯ ⓷↲ ᏽ Ӯᆚ ⁞



ီㅰ

ᶾഞᅦ

⁞ ᫊  ♇ὢ ⁞ီ ᫊ᶾ

⁞ ᫊ီ⁞ ♇

ⴲẂⵊᢚⵛἮ♇Ἢ၊ ⵊ



- 25 -

 殯檺洛捊

ⷲ

Ếᐊᴶ
[별표 1]

[별표 1]

사용료(제6조 관련)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카라반
방갈로

비 고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시설명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1개소/1일 6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

1. (생 략)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3,000원

사용기준 사용료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120,000

1대/1일

<비고>

2. (생 략)
3. (생 략)

비 고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12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1개소/1일 6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1대/1일

<비고>

 斲殯巒ࣜ

1. (현행과 같음)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笊柪筚ࣜ

愕ࣜ 柢昪ࣜ 显把筚櫖ࣜ
(단위: 원)

나. 4시간까지: 6,000원
다. (생 략)

Ѯ⦎ࢢẗᏽᨆ Қ

斲殯巒
ࣰࣜࣨ࣬࣬࣬
ࣲ࣭ࣨ࣬࣬࣬
ࣜࣴࣨ࣬࣬࣬

娶幾ࣜ 柢昪懊ࣜ 犚儆ࣜ
殚匎ࣜ显把筚

나. 2시간 초과 छ 4시간까지
(단위: 원)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斲殯巒
ࣜࣴࣨ࣬࣬࣬
࣯࣮ࣨ࣬࣬࣬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숖 ⷓ⌾ᢲ# ♪㬫# =# ⊂ᦂⴖ# ❊ⱒ# ⯆♮# ⮄ⴊ1

Ⅳ ⹃㬧# ⴖቪ =# ⸮᷾⬆# ᇚⷓ# ⛯
G Ỳᒃ΅⓷ᷚᕮⵢ૧ᶴἺ
ㅱẾ᫊Ḓ⦎⚎ⴿᾓӮᆚᏽẢᷯ⁞ီὪᕮЊ

ᐊᴶㅲἮϾቢ

૮ᒮҫ ⓶Ӫ᫊ϲᢚẗႺⷲ⹂ ẗᶢ ᘲὢẗϮᴺ؞ᩫӎ
⒊ӣẾḒ⦎⚎ⴿᾓӮᆚẢᷯᶾⴲẂⵊࢢẗἲ ᘲⵆӎⵆંᢚⵛ
Ἢ၊⁞
⁞ီЊ Ἦ`ῶⵆӎ⫾ఖ
ᖇὲẾᐊὪᕮЊ ⁞ီ ᴶ ᕮ
ᘲẗ▂ҲᏦ⒖ᕮᢚἎᤊᕮ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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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캠핑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따라 별도 재정 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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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柢愂汞͑ 圎刂͑ 廎汒求嵢͑ 穮叞穞垚͑ 櫺庶͑ 汞箒͓

창

원

시

의

회

朞柦 煃毖柢沫͙匶箓分͚
͙凃氦͚
洢徯 汞毖͑ 愢汞͑ 浶嵆͑ 洢χ儢洛͑ 分崮͑ 円皦汞冲͑ 浶箒͑ 暧抆͙愛笊沲͑ 汞毖͚
汞毖愢汞ࣜ浶嵆ࣜ洢ዋ儢洛刂ࣜ分崮穞櫲ࣜ滆愯沖獞憛ࣜ洢࣭࣯࣮浶ࣤ沲洛抆基汊ࣜ朞愞穞垚ࣜ浶嵆ࣜ洢洛ࣜ
姷ࣥ櫖ࣜ汞其ࣜ空埿 抆昢汞ࣜ汞冲汊ࣜ浶箒穞欪城ࣰ࣮࣮࣮࣭࣮ࣜ࣬࣪ࣜࣴ࣪ࣜ࣪ࣤ筚ࣥ卒滆ࣜ皻懺穞櫲ࣜ渂柢匶ࣜ愚岓城埪࣪
ࣩࣜ埪ࣜࣜࣜ汒ࣩࣜ
ࣜࣜࣜ
笗汞斲穳ࣶࣜࣜ分凊ࣜ憛崿ࣜ愕ࣜ埪幾ࣜ浶嵆汞ࣜ洆爏ࣜ櫲抆ࣨࣜ沲洛ࣜ抆基ࣜ姷
ࣜࣜࣜ
浶嵆橎ࣜ儢殚
浶ࣜࣜࣜࣜࣜ嵆ࣜࣜࣜࣜࣜ橎

愢ࣜ汞ࣜ沖

煃毖柢ࣜ欪皦玦穗沫ࣜ分庲ࣜ愕ࣜ殺欇ࣜ浶嵆
沂抆儢洛浶嵆橎

旇ࣜ洛ࣜ柢ࣜ匶

愛笊沲 汞毖 ࣜࣜ洢࣭࣬ࣳ箒 煃毖柢汞箒ࣜ沊柢箒

抟ࣜ沊ࣜࣜ煃毖柢ࣜ欪皦玦穗沫ࣜ分庲ࣜ愕ࣜ殺欇ࣜ浶嵆ࣜ沂抆儢洛浶嵆橎࣭ࣜ抆࣪ࣜࣜ啣࣪

煃毖柢汞箒汞沫

渂怺分

氦笢庲
怾筚筞凃壊柢
笗浶沖
愛昦籲
洊怾氊毖
柢窏 汞箒斲怺剳ͩͪͪ͢͞
殶 ͦͥͤͦ͢

沋憛滆毖基埿

汞箒基埿分

決窏洛

͙ͣͣ͑͢͟͡ ͩ͑͟ ͚͢͟͡

堆冶͑ͣͣ͑ͩ͑͢͟͟͢͟͡͡

牢滊笾

洗朞

凃旇單壊͑ 煃毖柢͑ 昷斶割͑ 渗機堆嵢͑ ͦ͑͢͢͝ 煃毖柢汞箒͑ ͙殯笾
͠ ΙΥΥΡͫ͠͠ΔΠΦΟΔΚΝ͟ΔΙΒΟΘΨΠΟ͟ΘΠ͟ΜΣ͠
壟͚

洊筚憎笾 ͦͦͣͣͦͦͤͨͤ͡͞͞

砯枪憎笾 ͦͦͣͣͦͥͨͥͤ͡͞͞

͠ ΙΪΖΣΚͩͦ͢͡ͱΜΠΣΖΒ͟Μ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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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捊击儢͙͚ͦ

⍗#ⵂ# # # ሾ㝞ⴖቪ# ⸮㱊⬆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ᴶ
ᑶ⸦

ᐊᷞỂὪ 
ᐊᐃⷲᾚẾ


1. 제안이유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을 시설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변경 및 시설별 세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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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약하여야”를 “예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
금하여야”를 “입금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감면 :”을 “감면:”
으로, “창원시”를 “시”로 한다.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만18세 미만의 자녀
가 1명 이상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제8조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를 “사용할 때 선량
- 30 -

하게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 5. 14.>

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1대/1일

12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

1개소/1일

60,000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비 고>
1. 사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텐트사이트
카라반
방갈로

4,000
16,000
8,000

나.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텐트사이트
카라반
방갈로

8,000
32,000
16,00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2.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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ㇶ#ኞ# # # ⢞㻘ጪ⸮ᢾ␂㨚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려 제5조(예약) ① ---------------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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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

----------------- 예약해야 -

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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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③ ------------------------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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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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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 입금해야 --------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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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 제6조(사용료) ---------------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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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해야 ------.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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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만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만18세
- 33 -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
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

3. -------- 감면: -----------

법」에 따라 창원시에 주소를

-------- 시--------------

둔 사람

-----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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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 게시해야 -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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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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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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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

---------------------. ----

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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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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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해야 ------.

② (생

② (현행과 같음)

략)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

---------------------- 사용

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

할 때 선량하게 사용해야 ------

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

② ------------------------

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해야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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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 이행해

여야 한다.

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제19조(보험 가입)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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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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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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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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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해야 -----.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제20조(준용) --------------- 않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은 ------------------------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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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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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21조(시행규칙) --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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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별표 1] <개정 2021.5.14.>

정

안

[별표 1]

사용료(제6조 관련)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 원)

비 고

시설명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대/1일 120,000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개소/1일 60,000
20L/2매 포함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카라반
방갈로
<비고>
1. (생 략)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3,000원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종량제봉투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대/1일 120,000
20L/2매 포함
종량제봉투
1개소/1일 60,000
20L/2매 포함

텐트사이트 1개소/1일 30,000
카라반
방갈로
<비고>
1. (현행과 같음)
가. 1시간 초과 छ 2시간까지

나. 4시간까지: 6,000원

(단위: 원)

다. (생 략)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2. (생 략)
3. (생 략)

斲殯巒
ࣰࣜࣨ࣬࣬࣬
ࣲ࣭ࣨ࣬࣬࣬
ࣜࣴࣨ࣬࣬࣬

나. 2시간 초과 छ 4시간까지
(단위: 원)

柢昪律
癖瞾斲決瞾
獺岂愞
愯儎嵢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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斲殯巒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