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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8.

권성현·구점득·김경수·김경희·김상찬·김순식
김장하·김태웅·노창섭·박성원·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찬호·이천수·임해진·전홍표
정길상·지상록·진상락 의원(21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4.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4.14.)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권성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과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전승시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농업유산이며 농림축산
식품부는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음.
❍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백
년 간 전승돼 온 ‘창원 독뫼 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17호
로 지정됨에 따라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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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사업지원,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의안번호 1043, P8~10
❍ 기

타

1) 입법예고(2022.04.08.∼04.13.)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의안번호 1043, P23~2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회교)
□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 ‘독뫼1) 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2)
제17호로 지정됨에 따라, 독뫼 감농업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1) ‘독뫼’라 함은 나지막한 산지 혹은 물 위로 드러나 우뚝 솟은 지형을 말함.
2)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을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
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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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제6조는 사업 지원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7조는 농업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농업유산보전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함.

□ 검토의견
❍ 창원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독뫼 감농업’을 보전·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 제정으로 독뫼 감농업 경관 조성, 농업유산 홍보·전시·
판매활동, 세계농업유산 지정 활동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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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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