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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1대 창원시의회 배종천 후반기 의장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여름의 끝자락에 세 차례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함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기에 전 기관과 단체가 하나로 뭉쳐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기후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재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10만 메가시티 창원시가 시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 각종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55명 의원 모두는 열정을 다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민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

의장  배 종 천

4 | 창원의회소식

인 사 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시 건설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선진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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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배 종 천

새누리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부 의 장

김  성  일

새누리당, 더선거구
(이,자은,덕산,풍호동)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정  우  서
통합민주당, 너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경 제 복 지 위 원 장

정  영  주
통합진보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기 획 행 정 위 원 장

장 동 화
무소속,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환 경 문 화 위 원 장

조  준  택
새누리당, 거선거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균 형 발 전 위 원 장 

장 병 운
새누리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도 시 건 설 위 원 장

황  일  두
새누리당, 카선거구
(교방,노산,합포,산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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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우 서
통합민주당, 너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이 옥 선
무소속, 자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차 형 보
새누리당,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전 수 명
새누리당, 거선거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공 창 섭
통합진보당, 라선거구
(봉림, 용지동)

조 재 영
민주당, 비례대표

김 태 웅
통합진보당, 더선거구
(이,자은,덕산,풍호동)

홍 성 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명 근
새누리당, 자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이 성 섭
새누리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의회운영위원회

장 동 화
무소속,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노 창 섭
통합진보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태 웅
통합진보당, 더선거구
(이,자은,덕산,풍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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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영 희
통합진보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이 희 철
새누리당, 라선거구
(봉림, 용지동)

김 성 준
새누리당, 타선거구
(내서읍)

차 형 보
새누리당,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김 이 수
새누리당, 아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김 헌 일
새누리당, 너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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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병 운
새누리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방 종 근
새누리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공 창 섭
통합진보당, 라선거구
(봉림, 용지동)

이 찬 호
새누리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강 기 일
새누리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정 쌍 학
새누리당, 자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김 성 일
새누리당, 더선거구
(이,자은,덕산,풍호동)

조 갑 련
새누리당, 타선거구
(내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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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재 영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박 순 애
새누리당, 비례대표

균형발전위원회

정 영 주
통합진보당, 마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심 재 양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명 근
새누리당, 자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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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장 순
새누리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유 원 석
새누리당, 너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김 순 식
새누리당, 카선거구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전 수 명
새누리당, 거선거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김 윤 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 광 식
새누리당, 차선거구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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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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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 택
새누리당, 거선거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여 월 태
통합진보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홍 성 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상 석
새누리당, 가선거구
(동읍, 대산면)

강 용 범
새누리당, 아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이 해 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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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우 서
통합민주당, 너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송 순 호
통합진보당, 타선거구
(내서읍)

최 미 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심 경 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환경문화위원회

황 일 두
새누리당, 카선거구
(교방,노산,합포,산호동)

박 철 하
새누리당, 더선거구
(이,자은,덕산,풍호동)

이 성 섭
새누리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박 해 영
새누리당, 다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 동 수
새누리당, 나선거구
(북면, 의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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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문 웅
새누리당,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이 옥 선
무소속, 자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김 석 규
통합진보당, 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이 치 우
새누리당, 러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김 종 식
새누리당, 차선거구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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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임시회
(2012. 4. 30 ~ 5. 8) 9일간

01 ▣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최윤덕장군 생가지 복원사업 토지매입 등 7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조건을 부하여 동의 의견 채택

    •제안이유

        관내 마산합포구 원도심 지역내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침체 상권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본 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산항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 12월에 구 마산시가 정부 및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었음.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에서 통합된 항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업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사업규모 축소와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은 도심 공동화 현상 초래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및 대형 상업시설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민관협의 

조정위원회 개최 및 정부TF회의를 통하여 마산항 항로 수심을 

줄여(13m⇒12.5m)서항지구 매립면적을 112만㎡에서 63만㎡로 

대폭축소하고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해양테마파크, 

주요안건
처리현황



복합업무단지, R&D연구단지 등을 도입,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시의원,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토지이용 계획(안)을 결정할 계획임. 

당초 기존부두 218,457㎡(6만6천평)는 가포신항 항만배후부지와 

교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부두를 우리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비 등 약 

1,500억원(부지매입 1,000억, 조성비 500억원) 사업비 절감과 

돝섬유원지, 크루즈관광사업, 기존부두 친수공간개발과 연계형 

개발을 통한 관광특화로 본 지역이 통합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민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사업규모 축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가격 할인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맞이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게 등의 업체들을 우대하고 자율 경쟁촉진을 

통해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함.

▣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신설하는 상복공원 장사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조정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현대인들의 인터넷 일상생활에 발맞춰 공공보건포털의 전자민원 

서비스의 적극 활용으로 각종 제증명서 발급시 보건소 재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추가발급에 대하여는 유료화 되어 

있어 이를 무료화 하여 자택에서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토록 하여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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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창원역사민속관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2012년도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지침에 심포지엄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비엔날레 행사 추진. 세계 최초로 

조각비엔날레를 개최, 우리시 위상제고와 도시의 잠재력 대내외에 부각. 

기 제정된「창원시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명곡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2010. 10. 5에 개관한 문신원형미술관을 시립 미술관 운영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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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찬성의견(의견서 첨부)

    •제안이유

        창 원 시  진 해 구  풍 호 동  3 0 5 - 8 번 지  일 원  해 군 유 휴 부 지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스포츠문화시설, 이순신리더십센터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내동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찬성의견(의견서 첨부)

    •제안이유

        본 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내동 2구역은 

정비구역, 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내동2, 3구역을 통합하여 

정비구역 지정토록 계획하고, 2011년 12월 21일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내동2·3 통합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 본 건은 2009년 12월 17일 “구 

창원시의회” 및 2011년 5월 13일“창원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이후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1. 7. 4)에서 부결되어 

부결사유해소 및 일부 정비계획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창원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국방ㆍ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 의 자 : 정우서 의원

    •발의이유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이나 창원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지방세 손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 등으로 

고스란히 우리시와 시민들이 희생과 불편을 안고 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지원을 요청함. 더욱이 

창원시는 총면적의 5분의 1(142.5㎢)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결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라 통합시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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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제도가 관련 조례와 상이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정견발표와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

    •발 의 자 : 김태웅 의원

    •발의이유 

        진해구 자은동 446번지 소재 덕산쇼핑타운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군 소유 건물로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계획에 대해 국군복지단에 

확인한 결과 군 영외마트는 덕산해군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을 

위한 할인매장으로 덕산쇼핑타운 내 약 330㎡ 규모로 오는 7월 1일 

개점 계획임을 확인하였음.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진출로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군인복지의 명분을 가장한 기업형 SSM 

진출임.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육성과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창원시의 시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가 운영 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 영세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국군복지단이 추진하고 있는 

군 영외마트 입점을 철회해 줄 것을 110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함.

▣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 의 자 : 송순호 의원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新시청사 소재지 확정이라는 현안으로 

인하여 시민 상호 간에는 반목과 갈등이, 의원 상호 간에는   대립과 

의회 운영의 파행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 지난 2010년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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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정례회

(2012. 6. 5 ~ 6. 29) 25일간

02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시 명칭 : 창원시

       2) 통합시 임시청사 : 창원시청

       3) 통합시 청사 소재지

           - 1순위 : 마산 종합운동장부지, 진해 구)육군대학부지

           - 2순위 : 창원 39사단 부지

       4) 재정인센티브 :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

              그러나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재정인센티브 부분은 통준위의 

의결대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관하여 ‘1순위, 

2순위는 의미가 없으니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청사 소재지를  조기에 

결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의장석 점거 등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통합 창원시의 후반기 

원활한 시정을 구현을 위하여,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시청사 소재지, 신규   야구장, 통합시 상징사업 등 

이른바 BIG 3 프로젝트사업의 합리적인 해결은 110만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은 물론 통합 창원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의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임.

▣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발 의 자 : 이상인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발의이유

        창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발 의 자 : 이옥선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발의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중점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여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는 구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자전거정책과를 대내외 역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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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마산소방서 호계 

119지역대 설치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시민생활과 관련된 도로정비, 가로등관리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민원 

편의증진과 업무추진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신·신체상의 

직권면직 사유 삭제 등의 주요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우리시 주요시책 홍보행사, 문화행사, 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개최 시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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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한·미 FTA 발효(‘12. 3. 15)에 따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제1호 

개정 에 따라 「창원시세 조례」의 자동차세 세율관련 조항 개정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제증명 

수수료 조항이 포함되고, 근해어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사무위임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2 신설에 

따라「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정비함.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안내”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서명 및 전자수입증지 도입근거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명시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 신축)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2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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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내서읍 감천/신감마을과 구산면 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2월 공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자체 운영하여 왔으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다양한 공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직원 

인사조치로 인한 경험 및 기술 축적이 어려워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하수처리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각 처리장의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운영코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시내버스 개별 차고지의 소음·공해 등 고질민원 및 운수업체 

경영개선(운영경비 절감 등) 등을 위해 성주 ⇔ 덕동간 2개축으로 

조성중인 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창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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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안 자 : 창원시장

    •처리결과 : 찬성의견

    •제안이유

        본 구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임.

▣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발 의 자 : 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이유

        국토해양부가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편의만을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의창수협 위판장 위쪽에서부터 

욕망산 아래까지 해수로가 차단되어 갈수기에 악취 발생은 물론,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우수 방류구 8개 중 4개 방류구가 용원마을쪽 

개설로 배후부지보다 저지대인 용원마을은 우수기 침수 피해가 예견됨.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의 피해, 불편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조속한 

정부의 해결 대책 수립을 건의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함.

▣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 손태화 의원

    •제안이유

        마산종합운동장의 주차장 유료 운영은 창원종합운동장과 형평성에 

어긋나 마산지역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창원시청 역시 낮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인근 용호동 상가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으므로 “마산종합운동장 역시 인근 상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낮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야간에는 비교적 주차 

여유가 있기에 단기적으로 야간 개방부터 시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주차시설 확충 등과 병행해 전면 무료화가 이루어져야 함.

2012 제5호 | 19



▣ 의장 선거의 건

    •제 의 자 : 다선,연장의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을 선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7.2)에서 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있음.

    •선거결과 : 배종천 의원 당선

▣ 부의장 선거의 건

    •제 의 자 : 의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7.2)에서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있음.

    •선거결과 : 김성일 의원 당선

▣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제 의 자 : 의장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7 .2 )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환경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있음.

    •선거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정우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장동화 의원

제21회 임시회
(2012. 7. 2 ~ 7. 3) 2일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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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장병운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영주 의원

       -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 조준택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황일두 의원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의 자 : 의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의 자 : 의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회명 위원정수 추  천  위  원 비 고

기획행정

위원회
10

장동화의원, 차형보의원, 강영희의원, 

노창섭의원, 김이수의원, 김성준의원, 

이상인의원, 김헌일의원, 김태웅의원, 

이희철의원, 

균형발전

위원회
11

장병운의원, 박순애의원, 공창섭의원, 

강기일의원, 이찬호의원, 정쌍학의원, 

조갑련의원, 김종대의원, 조재영의원, 

김성일의원, 방종근의원,     

경제복지

위원회
11

정영주의원, 강장순의원, 심재양의원, 

이명근의원, 김순식의원, 이형조의원, 

문순규의원, 김윤희의원, 전수명의원, 

정광식의원, 유원석의원,

환경문화

위원회
11

조준택의원, 이상석의원, 여월태의원, 

홍성실의원, 최미니의원, 강용범의원, 

송순호의원, 박삼동의원,  심경희의원, 

정우서의원, 이해련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11

황일두의원, 김동수의원, 박해영의원, 

김문웅의원, 김석규의원, 이옥선의원, 

김종식의원, 손태화의원, 박철하의원, 

이치우의원, 이성섭의원

위원회명 위원정수 추  천  위  원 비 고

의       회

운영위원회
10

정우서의원, 김태웅의원, 차형보의원,

공창섭의원, 조재영의원, 이명근의원,

전수명의원, 홍성실의원, 이성섭의원, 

이옥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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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 1차 회의(2012. 6.  5) : 위원장, 간사 선임

•제 2차 회의(2012. 6. 28)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회 활동 내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심사결과┃

(단위:천원)

┃세입결산┃

구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납

비율(%)

미  수  납  액

소    계 결손처분 이  월

계 2,957,023,276 2,836,280,970 95.9 120,742,307 19,108,755 101,633,551

일반회계 2,190,836,652 2,126,609,678 97.1 64,226,974 17,645,215 46,581,759

특별회계 766,186,624 709,671,292 92.6 56,515,333 1,463,540 55,051,79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     시 : 2012. 6. 5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위 원 수 : 11명

•안 건 명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명단

┃구성개요┃

위원장 간   사 위           원

조준택 김성준
  차형보, 김성일, 박철하, 송순호, 강영희, 박삼동,

  강용범, 김동수, 김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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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내역┃

회  계  별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계 10,470,847,000 8,480,784,880 8,480,784,880 1,990,062,120

일반회계 10,470,847,000 8,480,784,880 8,480,784,880 1,990,062,120

특별회계 0 0 0 0

(단위:천원)

┃세출결산┃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일반

회계

2011년 2,124,763,811 1,946,100,762 1,819,396,262 231,413,128 73,9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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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감 159,395,400 213,590,139 184,842,082 2,367,176 △27,813,859

특별

회계

2011년 672,313,076 513,149,096 479,118,053 75,234,710 117,960,313

2010년 715,977,095 494,677,438 442,883,865 84,603,886 188,489,345

증  감 △43,664,019 18,471,658 36,234,188 △9,369,176 △70,529,032

(단위:천원)

┃기금규모┃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기 금 수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계 조성액 사용액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13개 기금
105,004,872 1,652,859 75,992,864 74,340,005 106,65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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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감사범위 : 2011. 5. 1 ~ 2012. 4. 30

•감사기간

   - 의회운영위원회 : 2012. 6. 15 (1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 2012. 6. 7 ~ 6. 15 (9일간)

   - 균형발전위원회 : 2012. 6. 7 ~ 6. 15 (9일간)

   - 경제복지위원회 : 2012. 6. 7 ~ 6. 15 (9일간)

   - 환경문화위원회 : 2012. 6. 7 ~ 6. 15 (9일간)

   - 도시건설위원회 : 2012. 6. 7 ~ 6. 15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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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적사항 현황

┃개  요┃

위원회명 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335 331 4

의회운영위원회 3 3

기획행정위원회  94  94

균형발전위원회  71  71

경제복지위원회  50  50

환경문화위원회  47  47

도시건설위원회  70 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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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5.  7(월) 10:00~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야구장 용역결과 및 광려천 환경정비 사업관련 

질문   신규 야구장 입지 선정 용역의 진행정도와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무엇인가?/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집행부에서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를 7월 이후로 늦출 수 

있겠는가?

답변   지금 현재는 6개 후보지 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고될 것이다./ 

의회에서 신청사 입지 논의에 도움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질문      광려천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 이용자를 위한 조명시설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국토해양부에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등을 통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질문  현재 사회인 야구장 조성계획과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란다./각 구청별로 

사회인 야구장을 적어도 한 곳씩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현재 대산면 모산리 일원에 5면을 상반기중 준공계획이며, 북면 화천리 일원의 3면은 

내년도 상반기중 준공계획이다./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송  순  호 의 원 
(균형발전위원회)

신규 야구장 입지선정 및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질문   신규 야구장 입지선정을 용역결과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답변   우리가 KBO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밝혀 주기 바란다.

답변   실무적으로 어떻게든 계속 노력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지나 타당성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최기관에서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마음을 맞춰서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  삼  동 의 원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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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예산배정 현황 및 진해구 발전방안 

질문   진해구에 배정된 예산현황 및 진해구를 해양물류관광구로서 배정된 예산내역과 

사업명은 무엇인가?

답변   진 해구 청 예산은 407억원(구청 예산의17.2% ) ,사업예산은 901억원 

(전체사업예산의15.9%) 편성되었다. 주요사업으로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은 

234억원, 해양 쏠라파크 사업은 253억원, 우도 해수욕장 조성사업은 111억원 등 

준공 및 착수계획에 있다.

질문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한 이충무공 안골포해전 기념관과 승첩기념비 건립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답변   지금이라도 우리 영내에서 벌어진 안골포 해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에 맞는 기념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통합 후 진해에 새롭게 배정된 특별한 사업이 없다.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진해구에 배정되고 있는 것인가?

답변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BIS시스템을 먼저 진해지역에 설치하고 중앙시장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진해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건립 추진, 진해루 해상분수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해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전  수  명 의 원 
(도시건설위원회)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지원 및 안민고개 일대 공원지정 계획 

질문   안민고개 만날제가 전국의 만날제 중에 역사성이나 규모성으로 볼 때 뒤지지 않는 

만날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 복원할 때 예산 및 

담당부서 주재로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   우리 조직 내부에 관련되는 문제겠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안민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산구 지역주민과 진해구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 및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질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안민고개를 만날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   토지이용계획상 GB구역이고 또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다. 안민고개는 임상이 

양호하고 급경사지고,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으로써 절대보존 지역이다. 당장 

공원추진은 어려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  월  태 의 원 
(환경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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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의 일원화 운영에 대한 견해 

질문   창원소방본부 시설현황은?

답변   부지면적은 368평 1,213제곱미터, 건물은 연면적 259평, 3층으로 구성되어있다. 

1976년 청사가 준공되고 현재까지 6번에 걸쳐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지금 

회의실이 없는 실정이며, 119종합상황실은 창원소방서 3층에 5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질문   소방행정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정작업 중이며 인원, 장비, 청사 등이 포함되어있다. 

창원소방의 중장기 계획은 눈높이를 광역시 격에 맞는 소방 환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서 1개 신설하고 노후한 창원소방본부 신축은 조속히 추진하겠다.

질문   창원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이 이원화 되어 있어 소방행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답변   본부기능을 한시적으로 진해에서 창원으로, 창원소방서로 이전을 하고 3층에 위치한 

본부, 소방정책과 공간을 진해소방서 회의실로 사용하게 해서 본부청사가 완공이 되면 

본부 전체가 상황실을 포함해서 진해에 오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박  철  하 의 원 
(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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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옥 선 의원

기 초 ,  광 역 의 원  정 당 공 천 제  폐 지 
(2012. 4. 30)

지 방 의 원 들 이  당 과  중 앙 정 부 로 부 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함.

박 철 하 의원

소하천을 살리는 길만이 바다를 살리고 
창원을 살린다. (2012. 5. 8)

마산만의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모도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함.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여 월 태 의원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책수립 촉구 
및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 건의 
(2012. 4. 30)

성주지구 아파트 소음, 초등학교 건립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 촉구, 삼정자공원 
부지 매수로 조속히 공원 조성, 성주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민원센터 건립을 
건의함.

방 종 근 의원

팔용터널 종점부 고가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 (2012. 5. 8)

팔 용 터 널  민 간 투 자 사 업 과  관 련 하 여 
팔 용 터 널  종 점 부 에  계 획 되 어  있 는 
고가차도를 평면 또는 지하 차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 할 것을 촉구함.

문 순 규 의원 

마산회원구 양덕, 봉암동의 상습침수 
피해 대책 촉구 (2012. 4. 30)

관거교체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 우수기 시작 전 하수관 준설 및 정비 
철저, 사업비 300억원에 대한 국비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 등을 당부함.

노 창 섭 의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 적극 추진(2012. 5. 8)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창원시민들을 위해 
시장님과 관내 공무원들이 창원시 관내나 
인근에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함.

장 병 운 의원

신항만건설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업무 전담기구 설치 제안 
(2012. 4. 30)

입 주 ( 입 주 예 정 ) 기 업 과  주 민 들 의 
민 원 해 소  등 을  일 괄  처리할 수 있는 
O N E - S T O P  행 정 서 비 스  체 계 의 
필요성과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신항만 
건 설  및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과  연 계 한 
지원업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함.

이 희 철 의원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조속 도입 촉구 
(2012. 5. 8) 

교통사고는 어린이 사망 1위일 정도로 
심 각 하 고  끊 임 없 이  발 생 하 고  있 음 . 
그  대안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핵 심 적  기 능 을  수 행 하 는 ‘ 승 하 차 
보호기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함.

송 순 호 의원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  
(2012. 4. 30)

내 서  I C  권 리 권  이 양 과  무 료 화 는 
국 토 해 양 부 의  정 책 적  결 정 이  있 으 면 
가능함.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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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경 희 의원

동심을 노래하는 동요축제 지원
(2012. 6. 5)

지 난 해  우 리 지 역 에 서  개 최 된 ‘ 제 1 회 
풀 꽃 동 요 잔 치 ’ 와  같 이  동 심 의  세 계 를 
펼 칠  수  있 는  기 회 를  기 대 하 며 , 
창 원 시 를 ‘ 동 요 의  고 장 ’ 으 로  선 포 하 는 
방안도 검토바람.

박 철 하 의원

통합시 청사와 야구장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2012. 6. 29)  

통 준 위  원 칙 이  지 켜 지 면  무 엇 보 다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임. 
야 구 장 은  마 산 ,  청 사 는  창 원 과  진 해 
청사 활용.

이 옥 선 의원

야구단 운영의 안정성 우려 해소 필요성 
(2012. 6. 29)  

엔씨소프트 대표의 지분 매각에 따른 
기 업 의  변 화 과 정 에 서  제 9 구 단 을 
성 공 적 으 로  만 들 어  나 가 야  하 는 
우 리 시 의  입 장 에 서  명 확 한  태 도 를 
견지할 필요성과 엔씨소프트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함.

조 재 영 의원

창동 예술촌 운영 인프라 구축
(2012. 6. 29)  

창 동 예 술 촌  가 이 드 나  창 동  문 화 역 사 
해설사의 확보, 예술촌 안내도와 골목길 
이정표 등 종합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누 비 자  터 미 널 과  일 반 자 전 거  보 관 대 
설치 등이 시급함.

송 순 호 의원

통합청사 결정문제는 시민에게 
(2012. 6. 29) 

통합청사 문제해결의 몫은 시민들에게 
돌려야 하며, 신규야구장 건립은 최소한 
3 년 정 도  N C 야 구 단 의  운 영  경 과 를 
지 켜 본  후  건 립 여 부  결 정 ,  상 징 물 은 
해 양 신 도 시 에  건 립 하 고  단 일 사 업 의 
상징물 사업은 폐기해야 함. 

조 갑 련 의원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및 확대 배치 (2012. 6. 29)  

복 지 사 각 지 대 를  해 소 하 고  전 체 
지 역 주 민 의  다 양 한  복 지  수 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함.

강 영 희 의원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2012. 6. 5)

팔용터널의 그간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창 원 시 가  얼 마 나  팔 용 동  주 민 들 의 
의견을 잘 수렴해 왔는가를 따져 묻고, 
팔용동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노 창 섭 의원

창원형 엘 시스테마 적극 지원 
(2012. 6. 29)  

창 원 시 립 교 향 악 단 의  재 능 기 부 와 
창 원 시 와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운 영 하 는 
공 간 의  연 습 장 소 제 공 ,  최 소 한 의 
예산배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함.
※  엘 시스테마: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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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가사무이나 창원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이런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지정되어 이로 인해 지방세 

손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 등으로 고스란히 우리시와 지역 주민들이 희생과 불편을 

안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더욱이 창원시는 총면적의 5분의1(142.5k㎡)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결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라 통합시 지역 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법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2년  5월  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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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

  창원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정착과 소비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군복지단은 진해구 자은동 소재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정부시책과 우리시 유통산업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2012년 1월 17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전통상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창원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침체된 지역의 영세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 투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군복지단의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은 지역의 서민상권은 생각하지 

않고 군복지라는 명분을 가장한 대형유통기업의 진출이다.

  따라서, 진해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과 우리시의 유통산업방침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유통행위로 판단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 계획을 철회 해 줄 것을 110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창원시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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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시아 해양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건설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과 웅동1동, 웅동2동 및 부산광역시 가덕도 해역일원에 2015년을 완공 
목표로 총 11조 7,99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30선석 규모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포함한 
신항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에서는 동 구역을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에 신항을 중심으로 한 동 구역이 해양물류 및 비즈니스, 여가 휴양시설이 어우러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현지 주민들은 신항 건설에 따른 생계 터전의 박탈, 
준설토 투기장에서 다량으로 발생한 해충(일명 깔따구)은 물론 소음, 분진 등으로 심대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까지도 본 사업 추진에 협조를 다하여 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에 직결된 중차대한 집단민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의창수협 위판장 위쪽에 위치한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에서 용원으로의 연결 도로공사를 
급기야 지역민들이 점거케 함으로써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의창수협 위판장 위 지역으로부터 욕망산 아래까지 약 1Km 구간은 해수로가 차단됨으로써 
갈수기에는 물이 고여 악취가 발생하며,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우수 방류구 8개 중 4개가 
용원마을 쪽으로 개설, 우수가 방류되어, 우수기에는 배후단지보다 저지대인 용원마을의 
주거지역까지 침수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수년 전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 후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하루속히 해결해 
줄 것을 110만 창원시민을 대신해 창원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째,  신항 배후부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에 직결된 집단민원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둘째,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개발의 당초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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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

  2010년 7월 1일 구)창원·마산·진해시 3개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구)창원·진해지역은 무료이나 구)마산지역은 유료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화합에 역행하고 있어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요금을 “무료화”하여 통합시의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마산시 체육시설광장 내 부설주차장관리 규정(유보 훈령)」에 의거 2001년 3월 28일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통합 후 구)창원·진해지역은 무료화 하고 있으나, 구)마산지역은 계속 

유료로 2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시민 화합과 동질감 형성에 역행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는 시민 화합과 동질감 형성에 역행하고, 통합으로 인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초래하는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무료화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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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30일

부터 5월8일까지 9일간, 제20회 정례회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29일까지 25일간,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를 5월16일

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 6월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창원시립교향

악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6월15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3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창원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기획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94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6월21일 개최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끄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하였다.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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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조건부 의견을 채택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

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인 5월3일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진동하수관거정비

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나 시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균형

발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71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정례회 기간 중인 6월11일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

센터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7일

부터 6월15일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0건의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2일 진동종합복지

타운과 GNA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 

및 법인대표자로부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청취

하였다.

• 이어 6월25일에는 해양솔라파크 공사현장을 방문

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절기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강장순)는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창원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창원시 조각비엔

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임시회 기간중인 5월2일에는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마산야구장 등 관내 야구장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7일

부터 6월15일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7건의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의견서 

첨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

• 임시회 기간중 5월4일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민원불편사항과 안전물 설치 등을 확인하였다.

•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창원시 부실

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의견제시

의건 1건을 원안 채택하였다.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9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지난 21일 성산구 공단로에 위치한 창원시립 상복

공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청취와 장례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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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1대 후반기 의장 배종천, 부의장 김성일의원 당선

통합 제1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7월2일 10시부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5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한 기법을 배우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의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였다.

창원시의회-연변조선족자치주 우호협약 체결창원시의회(배종천 의장)는 7월 20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 인대상무위원회와 양 지역 간에 우호를 다지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음악회를 열다

6월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창원시립교향

악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환경문화위원회 주요사업장 방문
5월2일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마산야구장 등 관내 야구장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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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원회 민생 현장 확인

5월3일 진동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등 현장 행정사무감사6월11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복공원 방문

6월21일 성산구 공단로에 위치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청취와 장례시설 등 주요시설을 둘러

보았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방문
5월4일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민원불편사항과 안전물 설치 등을 확인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개최

6월21일부터 정례회 기간 동안 에너지절약정책에 동참

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끄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방문
6월 25일 해양솔라파크 공사 현장에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하절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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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원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초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을 오직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환경문화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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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 의원 55명은 지난 5

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한 기법을 배우

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16일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초

빙하여 “결산심사 주요쟁점과 사례분석”에 대

한 강연을 청취하였으며, 17일에는 이영권 경제평론가를 초빙하여 “경제학 특강”을 청취하고, 이어“지역특성화사업 현장

견학과 어촌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18일에는 윤진훈 전.국회의원연수원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한눈

에 보기“라는 주제로 감사기법과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하였다.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의원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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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지난 5일부터 25

일간의 일정으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

지 25일간이며, 201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송순호 의원이 발의

한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

원회 구성의건, 김태웅 의원의 건의한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내 군 영외마

트 입점 철회 건의안, 그리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6월 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7일~ 6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8일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종 안건을 다룰 예

정이며,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의 일정믈 모두 마친다.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지난 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창원시립교향악단

(시립관현악단 26명, 시립합창단1명)을 초청

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

부와 의회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다지기 위하

여 의회 본회의장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품위

와 격조가 있으면서도 친숙하고 아름다운 멜로

디를 가진 곡들로 구성하였다.

헨델의 모음곡 수상음악 중 제11번(알라 혼 파이프)와 비발디의 사계중(여름)을 연주하고 카브존(백학)을 바리톤 신화수씨

가 노래하였으며, 이어서 피아졸라의(리베르 탱고)를 색소폰연주자인 김명수씨가 연주함으로써 근엄과 엄숙의 상징인 의

회 본회의장을 감미롭고 선율로 아름답게 채워 주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음악회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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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가 지난 6월 29일 개

최된 제20회 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

로 통합 제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2010년 7월 1일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

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

리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출범한 창원

시 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5회 총 20회 202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 19건, 조례안 550건, 동의안 64건, 건의안 20건, 기타 71건 등 총 7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 문

화, 복지, 건설분야에 대하여 총 53명의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153번의 5분발언을 펼쳐 시정에 대한 건

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통합창원시 자율통합 약속이행 조속 촉구를 위하여 2011년 2월 28일 전의원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여 관계부서 대

표 등과 면담하고 우리시민의 여망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어 온 결과 지난해 9월 “지방행정개편에 관

한 특별법”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통합 제1대 전반기 창원시의회의장으로 창원시 의회를 무리없이 훌륭하게 이끌어 온 김이수의장은 민심무상(民心無常)이

라는 말을 인용하며, 시민의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년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으며, 앞으로 4~5년이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의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머지않은 날

에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지난 29일 개의된 제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는“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의 예

산안과,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

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창원시의회 통합 제1대 
전반기 의정활동 모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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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통합 제1대 
후반기 의장 배종천, 
부의장 김성일 의원 당선

통합 제1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지난 

7월2일 10시부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의장단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의장단독

후보로 나선 배종천 의원은 1차투표에서 44

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부의장후보로 

나선 김성일 의원은 결선까지 가는 투표에서 

3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에는 정우서의원(결선투표 30표획득)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에는 

장동화의원(2차 35표획득)이,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는 장병운의원(1차 39표획득)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에는 정영

주의원(2차, 29표 획득)이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에는 조준택위원(단독출마 49표 획득)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에는 황

일두의원(1차 30표획득)이 당선되었다.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20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 인대상무위원회와 양 

지역 간에 우호를 다지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배종천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으로 구

성된 협약단은 이날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앞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창원시의회가 국제 우호도시와의 교류활동으로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며,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의 우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와 우호 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창원시를 방문한 바 있다.

창원시의회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와의 우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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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와 일본이 

공인한 사료’를 최근 우리나라 국회도서관과 일본 도호쿠

대학박물관에서 발견했는데 삼국접양지도, 삼국통람

도설, 조선팔도지도의 원본이 그것이며 관동대 학군

단장 김상훈 대령(당시 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이 

그 주역이다.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사상의 아버지, 일본의 선각자로 

일본 중등교과서에 등장하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1786년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와 

조선팔도지도, 삼국접양지도의 해설서로서 그의 사후인 

1924년 일본이 제작한 삼국통람도설에는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노란색으로 명백히 표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일본 119대 고오카쿠천황도 예람

(叡覽, 친히 열람)하고 인정한, 1788년부터 1873년 

10월까지 85년간 우리 영토와 일본 영토를 식별하는 

일본의 공식지도로 활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은 이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1832년 독일인 

클라프트 제작)을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 대사, 영국의 알코크 대사 등 당시 

열강의 대사들에게 제시하여, 미국령이었던 오가사와

라군도(小笠原群島, 일본 남쪽으로 태평양 1000㎞ 

지점의 80여 개 군도)를 일본령으로 1862년 인정

받고서 106년 만인 1968년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

으로부터 돌려받았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일명 미일강화조약)에서 오가사와라군도가 일본령

으로 누락되어 미국령이 되었지만, 미국은 1862년의 

합의를 존중하여 일본에 반환한 것이다.

일본은 대마도를 1868년(명치유신 원년)에, 독도를 

1905년에 자국령으로 편입시켰다. 이것은 1862년 

국제사회와 일본 스스로가 인정한 우리의 영토를 일방

적으로 약취한 것이므로 엄연한 불법이며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일본이 대마도와 독도를 우리

나라의 영토가 아닌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가

사와라군도가 일본령이 아닌 미국령임을 스스로 인정

하는 것임을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의 위정자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군국주의화하면서 증거자료들을 

없애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 되어 있으나 대마도는 

일본령으로 조작된 자료를 19세기부터 다량 배포함

으로써 우리를 기만해 왔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화하려는 

의도는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한일 양국 간에 분쟁화되고 있는 한 영토문제가 

대마도로 옮겨가지 않을 것임을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는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2005년 

3월 18일 이후부터 7년 동안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마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차례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

하여 연구하고 기록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이다.

삼국접양지도, 삼국통람도설, 조선팔도지도의 원본

이라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주장한들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도 1862년의 

합의를 존중해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 선린에도 바람직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일본은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박 철 하 의원

언론사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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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17일간 제30회 런던올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유수의 선진국 및 강대

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국력을 세계 만방에 알릴 것이라 예상된다.

1948년에도 열린 바 있는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했던 올림픽이니 

만큼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일 하루 전인 8월 14일에 폐회

했으니, 어려운 국가 사정상 올림픽 국가대표단에 대한  

거국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당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장 18일 동안 배와 기차와 비행기 등을 타고  

개최지 런던까지 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런던행 배의 갑판 위에서도 연습을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으나 정작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 기진맥진한 탓에 동메달 2개와 세계 32위의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물론 이 때문에 애국가는 런던에 

울려 퍼질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스포츠 애국자

들은 아마 수년 전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애국가를 마음속으로나마 힘차게 불렀을 것이다. 이번 

런던올림픽에는 애국가가 원없이 울려 퍼져 선배들의 

한을 풀어주길 기대해 본다. 

애국가는 20세기 초엽 민간에 퍼져 있던 가사에 

1936년 안익태가 곡을 붙인 것으로서 헌법에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이젠 국민의 상식처럼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관습헌법상 국가정체성의 

상징인 ‘태극기=국기(國旗), 무궁화=국화(國花), 

한글=국어(國語), 서울=수도(首都)’처럼 애국가는 

국가(國歌)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안이한 

인식을 찾아 성찰해 본다. 요즘 국가 기념일은 행정

관서만의 행사일로 전락해 일반 국민들에겐 관심 밖의 

사안이 되어버려 심지어 국기게양마저 하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학교 음악 시간이면 제일 먼저 애국가를 배워 

큰 소리로 부르며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되살리곤 했다.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시행되던 국기 게양 및 

하강식 때 울려 퍼지던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국기에 

대해 경례를 했던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새록새록 되살아

난다고 한다.

회고해 보면, 파월(派越) 용사의 한 명이던 필자에게 

애국가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시 크게 불렀던 애국가는 마음 속에 있던 조국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일깨워 지친 육신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애국가를 둘러싼 작금의 서글픈 현실에 

정말 만감이 교차함을 느낀다. 이번 런던올림픽에는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종 경기에 선전할 때마다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정

적으로 응원하고 승리의 기쁨에 겨워 온몸에 태극기를 

휘감은 채 거리를 활보했으면 좋겠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랑

스러운 애국가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음악처럼 

친근하게 자주 더 크게 부르는 가슴 벅찬 상상을 

해 본다.

방 종 근 의원

        애국가 자주 더 
                크게 부르자



창원시 진해구의 동부지역은 신항만,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국도58호선, 의곡~지사과학산단 간 도로, 

소사~녹산 간 도로, 소사~석동 간 도로, 신항제2배

후도로 등 준공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도를 넘고 있고, 각종 집회로 인한 

집단민원이 들끓고 있다.

1997년 고시된 부산항신항 건설사업은 2012년 7월 

현재 북컨 13선석, 남컨 8선석, 다목적 및 일반부두 

2선석 등 23선석을 개장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남컨 

2-4단계 3선석 민자사업과 서컨 2-5, 2-6단계 

5선석 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사업으로 연도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대두돼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주거지는 인가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06년 1월 19일 개장된 터미널 현장의 주야간 

선적·하역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이나 야간 불빛으로 

인한 수면방해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에서 실시인가 

구역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이주단지지정 등 이주

계획(안) 하나 없이, 이 사업 부산(가덕)신항만건설 

약정서의 ‘각종 어업권 및 이주보상대책은 국가가 마련

한다’는 약정을 망각한 채 이주 및 보상 문제를 부산

항만공사에 떠밀기 민원으로 승인한 것이다.

컨테이너부두를 요구하는 실수요자의 항만시설은 확보

해야겠고, 항만운영개발의 전문집단인 부산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와 서컨 부두 실시인가 승인 전에 이주단지 

지구지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등 행정

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라 할 것인데 기본적 업무조차 못하고 있는 기관이 

과연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원3·4통 

주민들과 용원어촌계원들의 건의를 받아 신항 북컨 

배후단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일원 및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총면적 1048만㎡를 지구 지정해 부산

지역은 조기 개발하고, 진해지역은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두동지구, 가주지구 등이 10년째 장기 표류 

중이다. 현재 신규 사업계획 용역이 없는 LH를 바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차마 못할 짓이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설되는 국도 및 

민자도로 등의 난개발로 인해 최소한의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도시관리계획 검토마저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진해구 남문동 신항 서컨 배후부지에서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신항 제2배후도로의 

진출입 동선 체계 역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투자자의 의견만 반영한 승인권자의 우가 여실히 드러 

난다. 또한 창원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단에서 

웅동복합물류단지 및 서컨 부두를 연결하는 석동~

소사 간 도로에서 신항 제2배후도로의 진·출입 동선이 

없다는 것은 국가 기간사업이 체계가 없음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독선적 예산편성 등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구조적 소통부재를 낳고 있다. 낮은 곳의 

소리가 높은 곳으로 잘 소통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길 

바란다.

국가정책사업 좀 
        제대로 합시다

이 성 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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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두 눈을 찡그리고 출렁

이는 보리밭을 바라보았다. 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보리들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인다. 지난달 함안에 다녀

오는 길에 들판의 누렇게 익어 있는 보리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예전처럼 드넓은 들판에 만경

창파로 펼쳐지는 보리밭은 아니었지만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들판에서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내는 보리밭은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했다.

현재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보리밭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1970년말 무렵부터인 것 같다. 농가에서 

보리재배를 기피한 것은 지난날 어려운 시절 식량

증산을 위해 통일벼 재배로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된 

연유도 있지만 보릿고개에 대한 사무치는 한이 “이제 

우리는 보리밥을 먹지 않는다”는 일종의 양반의식으로 

변한 데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옛날 우리네 삶속에서 보리는 서민들의 강인함과 

순수함으로 옛 추억 속에 남겨져 있고, 차디찬 겨울을 

견디며 파랗게 자란 보리가 누렇게 익은 황금색으로 

변할 때 농부들은 기쁨으로 가득찬 겨울을 견디며, 

파랗게 자란 보리가 누렇게 익은 황금색으로 변할 때 

농부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풍요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에게 아직 순수함에 대한 굶주림이 남아 있다면 

그곳의 배경인 우리네 농촌의 보리밭이거나 밀밭이리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먹을 것도 그리 흔하지 않았

거니와 시골에서 군것질할 만한 먹을거리도 없을 때 

보리와 밀사리는 시골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최고의 먹을거리였다. 동네 골목대장격인 형님들의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들은 낫을 들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낮은 포복으로 보리·밀밭 

고랑을 기어가서 가장 누렇게 잘 익은 보리나 밀을 

한아름 베어 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산골짝으로 모여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지르고 설익은 밀과 

보리를 불에 구워 입가에 시커멓게 묻혀가며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다. 다 먹고 난 후 입가에 시커멓게 묻은 

검둥이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죽어라고 웃어대던 

밀·보리사리 추억을 그려본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 껌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이웃 미군부대 군인 

들이 지나가면 영어도 생판 모르는 시골아이들이 

“헤이, 헬로우, 셀레민트껌”이라 쫓아가며 외치면 

미군들이 가끔씩 던져 주는 껌말고는 껌 구경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껌 대용으로 밀을 찾았다. 생 밀을 

까서 오랫동안 씹으면 껌처럼 끈적끈적하게 된다. 

이것을 풍선껌처럼 불어보지만 찰기가 많지 않아 이내 

입술에 터져 엉거 붙고 만다. 그런 추억의 밀이나 

보리밭이 요즘에는 생활의 보리밭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얼마 전 전북 고창에서 청보리 축제에 수십만 명이 몰려 

보리피리 불기, 보리개떡 만들기 등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보리체험 행사를 즐겼다. 보리밭이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자 영호남 여러 지방에서는 보리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놓고 관광과 농업을 

결합한 경관(景觀)농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뿐만이 아니다. 웰빙시대의 붐을 타고 꽁보리밥 

전문뷔페가 생기는가 하면 보리잎 농축액을 분말화한 

화장품이나 보리우유도 시판되고 있다. 농약을 사용

하지 않고 재배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수확하는 총체

(總體)보리는 사료와 청정우유 원료로 쓰이는 친환경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다.

궁핍의 보리밭이 어느새 웰빙바람을 타고 고소득의 

보리밭으로 변하듯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아득히 먼 옛날 소멸한 

옛 추억의 자리를 채우려고 바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소리가 들린다. 추억이 처음 시작된 곳에서 

추억이 끝이 있는 곳으로 밀·보리밭은 우리 함께 

영원할 것이다.

강 용 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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