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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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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2년 01월 11일(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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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행사항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의 건

2. 향후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 토의의 건

3. 기타 안건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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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행사항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향후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 토의의 건(위원장 제안)

3. 기타 안건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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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출

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 활동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향후 세부 활동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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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행사항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향후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 토의의 건(위원장 제안)

3. 기타 안건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3분)

○위원장 손태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행사항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의 건이 있고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특위에서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지 등 향후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을 토의

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은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떤 제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

타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세부일정 협의 및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조사중지)

                                                                                                                            (14시53분 조사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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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시간을 통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회의가 방금 열렸었습니

다.

  그 정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자료 제출 건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 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시 요구를

한다.

  세 번째 4, 5차 토지가격 산출 내용을 비교 자료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한다. 등으로 요구된 추가 자료겠습

니다.

  그리고 차기 회의는 1월 19일 10시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 행정 진행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행사항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향후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방향 토의의 건은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안건 협의의 건은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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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구점득  김종대  노창섭

  박남용  손태화  전홍표

  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속기사

박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