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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

서천군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
지사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우리 서천군에는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기록된 35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현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해 김갑수, 박재엽, 유성렬 선생님의 후손과
전북 옥구 출신 임종우 선생, 평안남도 출신 김송혁 선생님의 후손분들이 서천
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그 뜻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 고시상(高時相),
1881.7.8.~1963.2.27., 충남 서천 시초면 태성리, 3.1
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9일 송기면(宋箕勉)이 주도해 일으킨 마
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징역 3년 6월형을 받아 옥고
◆ 김갑수(金甲洙),
1894.9.3.~1938.8.16., 본관 광산, 충남 서천 한산면
종지리 264번지, 임시정부, 건국포장(1993)
1915년 월남 이상재(李商在)와 함께 중국 상해(上海)
로 건너가 1919년 4월 상해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임
시정부 수립에 참여, 독립운동 자금 모집, 베를린에 유
학 중 베를린 고려학우회(高麗學友會)를 조직해 활동

▲ 한산출신 김감수 선생과 김인전 선생님이 상해
임정시절 찍은 사진. 왼쪽부터 세번째가 김갑수 선
생, 네번째가 김인전 선생
◆ 김인전(金仁全)
1876.10.7.~1923. 5.12, 충남 서천, 임시정부, 독립장
(1980)
김인전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2년
10월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조직하고 그 이사로
활동하던 중 1923년 5월 24일 상해에서 과로로 순직
◆ 김상을(金商乙),
1918.7.12.~1991.7.13., 충남 서천 판교면 취동리, 광
복군, 애국장(1990)
북경으로 망명해 한국청년전지공작원과 접선되어 활
동하던 중 1940년 11월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했다.
1945년 8월 한미합작 특수훈련인 OSS훈련 정보, 파
괴반을 수료하고 국내 정진군 전라도반의 제1조에
편성되어 활동
◆ 김영헌(金永憲),
1921.11.24.~2000.5.12., 충남 서천 마서면 어리 155

번지, 국내항일, 애족장(1990)
1944년 7월 19일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패망한다
는 것과 우리 민족은 조국의 독립이나 민족해방을 위하
여 궐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단 400여 매를 종로(鐘
路) 및 광화문(光化門) 일대에 배포

◆ 김인두(金印斗),
1897.11.25.~1946.7.12, 충남 서천 마산면 인당리,
3·1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9일 송기면(宋箕勉)이 주도해 일으킨 마산
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모금 및 부일배 처단활동
◆ 송기면(宋箕勉),
1896.1.6.~1950.9.25., 충남 서천, 3·1운동, 애족장
(1990)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시
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1919년 4월
29일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의 독립만
세시위에 주도.
◆ 송기주(宋基周),
1890.8.27.~1950.3.26., 충남 서천 서남면, 3·1운동, 대
통령표창(2000)
충청남도 서천(舒川) 사람이다. 1919년 전북 옥구(沃溝)
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고
◆ 송여직(宋汝直),
1889.10.28.~1947.9.29., 충남 서천 마산면 신장리,
3·1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9일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
에서 동생 송기면(宋箕勉)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
◆ 신현창(申鉉彰),
1923.1.25.~1957.5.6., 본관 평산, 충남 논산 부적면
안천리 166번지, 임시정부, 애족장(1991)
서주(徐州) 지구에서 일본군 병영을 탈출해 광복군에
입대했다. 그는 총사령부 부관처에 배속돼 광복군 부
위로 근무

◆ 김인애(金仁愛),
1898.3.6.~1970.11.20., 충남 서천 화양면, 3·1운동, 대
통령표창(2009)
기전여학교(紀全女學校) 학생이었던 김인애는 1919
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남
문(南門) 밖 시장,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 나상준(羅相俊),
1905.8.28.~1950.5.27., 충남 서천 한산면 외상리, 3·1
운동, 애족장(1992)
1919년 3월 29일 서천군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
里)에서 장날을 이용해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 김탁환(金鐸煥),
1884.8.2.~미상, 충남 서천, 3·1운동, 애족장(2014)
1919년 10월 서울에서 일본 경찰로 가장하여 독립운
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
◆ 문태근(文泰根),
(1882)~미상, 대통령표창(2013)
1919년 3월 29일 서천군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
里)에서 장날을 이용해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 박재엽(朴在燁),
1894.6.14.~1942.7.1., 충남 서천 한산면 송산리, 3·1
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9일 송기면(宋箕勉)이 주도해 일으킨 마산
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
◆ 백치서(白致西),
1869.~1908. 1. 3., 충남 서천, 의병, 애국장(1996)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
되자 국권회복을 위해 김경명 의진에 참여해 군자금

▲ 한국 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기념
3열 왼쪽 6번째가 신현창 선생
◆ 유성렬(劉性烈),
1860.10.19.~1934.4.25., 충남 서천 한산면 종지리,
3·1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9일 송기주 등과 마산면(馬山面) 신장
리(新場里) 장터에서 동생 송기면(宋箕勉)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주도
◆ 유희준(柳熙俊),
1880.1.3.~1944.1.22., 충남 서천 한산면 단상리, 국내
항일, 애국장(1990)
같은 고향에 거주하는 한우석(韓禹錫)·태석(泰錫) 형
제와 함께 1929년 11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대전군
(大田郡) 기성면(杞城面) 용촌리(龍村里)에 거주하는
정순학(鄭淳學)의 집에 잠입했다가 체포
◆ 이근호(李根浩),
1890.12.18.~1968.6.7., 충남 서천 화양면 구동리, 3·1
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8일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에서
송기면(宋箕勉)·유성렬(劉性烈)·임학규(林學圭)등 기
독교인(基督敎人)들과 함께 이튿날의 신장리 독립
만세시위 주도
◆ 이남률(李南律),
1903.7~1950.4., 충남 서천 기산면 가공리, 국내항일, 애

서천을 빛낸 독립운동가들, 잊지 않겠습니다.
국장(1993)
이남률은 1919년 3월 전북 군산(群山)에서 권재길 (權
在吉), 문종묵(文鍾默), 김학술(金學述) 등과 함께 독
립만세운동을 주도
◆ 이사성(李思聖),
1883.5.4.~1949.8.14., 충남 서천 한산면 송림리 39번
지, 의병, 애족장(1990)
1906년 5월 11일에 민종식(閔宗植)의 홍주의진(洪州
義陣 소모장에 임명. 1919년에는 손병희(孫秉熙)가
주도하는 3·1독립운동에도 참여
◆ 이승달(李承達),
1898.2.2~1956.2.7. 충남 서천 한산면 송곡리, 3·1운
동, 애족장(1990)
1919년 당시 서천군 한산면 송곡리(韓山面 松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송기면(宋箕勉) 등과 마산면 신장
리(馬山面 新場里)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도
◆ 임종연(林鍾淵),
1882.8.29.~1945.10.20., 충남 서천 화양면 금당리
2241번지, 국내항일, 건국포장(1992)
1920년 7월 17일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조선민단(朝鮮民團) 주최 강연회에서 독립사
상을 고취(鼓吹)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 말라’는 연
제(演題)로 ‘우리민족은 분기(奮起)하여 독립을 관철하
여야 한다’'고 강연함으로써 참석한 천수백명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고 독립사상을 앙양(昻揚)했다가 체포
◆임학규(林學圭),
1897.6.23~1974.7.1, 충남 서천 화양면 와초리, 3·1운동,
애족장(1990)
1919년 4월 28일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에
서 송기면(宋箕勉)의 지휘아래 전개된 대규모의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

◆ 조남명(趙南明),
1870.9.24.~1947.7.2., 충남 서천 화양면 금당리, 3·1
운동, 대통령표창(1993)
1919년 3월 4일 서천군 화양면(華陽面) 금당리(琴堂
里)에서 유재경(劉載璟)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만세시위를 계획, 준비를 갖추다 사전에 발각돼
일경에 체포
◆최락권(崔洛權),
1923.2.10.~1947.4.3., 애족장(1990)
공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인 1936년 3월에 동교생 구
자훈(具滋勳)·김해인(金海仁)·천영관(千永寬) 등과
함께 항일결사 명랑(明朗)클럽을 조직, 일어사용금지
(日語使用禁止)·신사참배거부(神社參拜拒否)·악질일
인교유배척 등을 전개
◆ 함수만(咸壽萬),
1901.12.22.~1930. 5.19, 충남 서천 마산면 관포리
183번지, 국내항일, 애국장(1991)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
대됨에 따라, 전주 신흥(新興)학교 재학중 만세시위
를 계획해 태극기 및 결의문 등을 준비하고 1930년 1
월 25일에 동교생 100여 명을 주도해 만세시위를 전개
◆ 허완(許完),
1880~미상, 충남 서천 화양면 창외리, 3·1운동, 대통
령표창(2009)
1919년 3월 29일 충남 서천군(舒川郡) 마산면(馬山
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에서 기독교인 송기면(宋基
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

월까지 이소선 의진(李素仙義陣)에 소속되어 충남 비
인·남포(藍浦)·홍산(鴻山)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
하다 체포, 옥중에서 순국
◆ 문석환(文奭煥),
1869.10.16.~1925. 7.13, 본관 남평, 자 영백(英伯),
호 운초(雲樵), 충남 서천 비인, 의병, 애국장(1990)
충청남도 비인(庇仁)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
결되자 1906년 1월 4일 민종식(閔宗植)·최익현(崔益
鉉)과 함께 의병 일으키고 홍주성을 점령, 이후 적의
대공세로 체포되 최익현, 임병찬 등과 대마도로 유배
◆ 최덕휴(崔德休),
1922.7.~미상, 충남 서천, 광복군, 대통령표창(1982)
최덕휴는 학병(學兵)으로 중국전선에 끌려나왔다가
1944년 10월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에서 일본군
을 탈출해 한국광복군에 참여, 제1지구대에 소속되어
대원으로 활동
◆ 최봉석(崔奉石),
(1883)~미상, 대통령표창(2015)
1908년 음력 1월부터 3월까지 충남 서천(舒川) 등지
에서 지석홍의진(池錫弘義陣)과 이소선의진(李笑先
義陣)에 참여해 활동

◆ 김정도(金正道),
(1879)~미상, 충남 서천 한산, 애족장(2014)
충남 한산 출신의 정찬경은 1907년 연산(連山)에서 김득
수(金得洙)와 함께 창의해 한산ㆍ서천 일대에서 활동했
다. 1909년 5월 5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서천군 황
동리(黃洞里)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본
군 홍산수비대(鴻山守備隊)에 피살, 순국
◆ 유형식(柳亨植),
(1875)~미상, 애국장(2014)
1909년 4월 충남 임천군(林川郡, 현 부여군)과 한산군(韓
山郡, 현 서천군) 일원에서 이장준(李章俊) 등과 함께 군
자금을 모집하고, 일본인 밀정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

◆ 이영규(李永圭),
▲ 1955년 삼일운동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
(1889)~미상, 애족장(2014)
여 찍은 사진. 뒷줄 왼쪽 두번째가 와초리 출신 임학
이영규는 김정도(金正道)와 함께 1908년 음력 3월 정
규 선생
찬경의진에 참여해 동료 의병 13명과 함께 총기를 휴
◆ 정일창(鄭日彰),
대하고 한산ㆍ서천ㆍ임천 등지에서 한산순사주재소
1899.8.18~1945.7.4, 충남 서천 마산면 신장리, 3·1운동, 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08년 8월 체포
애족장(1990)
◆ 정찬경(鄭贊敬),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馬山面 新場里)에 거주하고 있
미상~1909.7., 충남 서천, 의병, 애국장(2003)
었으며 이곳에서 송기면(宋箕勉)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강제체결로 국
주도
권이 피탈되자 1907년 충남 연산에서 김득수(金得洙)
◆ 정해두(鄭海斗),
와 함께 거의해 한산·서천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 전
1863.4.13.~1932.2.11., 이명 해도(海燾)/순문(順文), 충 개. 이후 1909년 5월 약 5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충
남 서천, 의병, 애국장(1993)
남 서천군 황동리(黃洞里)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동년
1906년 4월 충남 홍산(鴻山)에서 민종식(閔宗植) 의
7월 홍산수비대(鴻山守備隊)에 의해 피살, 순국
병장이 기의하자 입진, 후군장(後軍將)에 선임. 같은
◆ 김삼석(金三石),
해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될 때 까지 일본군과 격전
1885.~(1909. 9월 이전), 충남 서천 비인, 애국장
을 벌이며 활동했으며 홍주성이 함락될 당시 체포, 모
(2013)
진 고문을 겪다가 6개월 만에 반신불수가 되어 석방
충남 비인(庇仁) 출신으로 1908년 4월부터 1909년 6

◆ 이상재(李商在),
1850.10.26.~1927.3.29., 본관 한산, 호 월남(月南), 충
남 서천 한산면 종지리, 애국계몽운동, 대통령장(1962)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 등과 함께 독립협회
(獨立協會)를 창립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 특히
독립관에서 매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계몽에
앞장.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박
탈하자, 기독교도들과 함께 애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했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주
로 기독교청년운동에 종사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
력양성에 노력. 1927년 2월 완전독립과 절대독립노선
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연합한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新幹會) 초대 회장에 선출

문헌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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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대변인

●

현)서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

●

전)제7대 서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의회 의장 조동준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으며 우리 의회를 ‘열려있는 의회, 실력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간 인터넷 의회 중계시스템을 도입해 군민께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력있는 의회를 위해 행정과 정책,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의회연구모임을 최초로
도입하고 입법 자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는 청년, 여성 등 직종 및 단체별 정책간담회는 물론 각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회를 운영해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 발행 역시 군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고 더 소통하며 더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대
속에 준비되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기란 쉽지만 남들이 지켜보지 않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스스로 조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6

2019년 통권 제1호

발간사

그래서 중용(中庸)에선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戒愼乎 其所不睹),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
한다(恐懼乎 其所不聞)”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 의회는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치장하기 보다는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군민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일꾼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과정을 거치며 주민을 섬기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했듯이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에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나를 키운건 팔할이 바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서천군 의회를 키우는 건 팔할이 군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의회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때는 더없는 격려를, 그렇지 못할때는 호된 꾸지람으로 의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바다나 들녘에서 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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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민의대변에 앞장서고 있는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1년 출범해 올해로 개원 28주년을 맞는 서천군의회가 이제는 군민의 바람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대의기관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잘한 일은 더욱 격려하고 미흡한 일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군정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은 연 4회 발행을 통해 의정활동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생생하게 널리 알리며
지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의정에 참여하며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는 군민과 한층 더 가까워져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역시 서천군 공직자들과 함께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고‘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건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천군의회 의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서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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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김진호입니다.
따스한 햇살아래 온갖 꽃들과 초목들의 싱그러움이 더해만 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봄의 활력이 넘치는
4월을 맞아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군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고,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며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시는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군의회는 그동안 서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서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식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군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제공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는 소통의 매개체로 군민과
담장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창간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과 정책을 추진해주시고 「서천군의회 소식지」를 통하여
의회를 홍보함은 물론 군민 여러분의 참 뜻을 헤아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천군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창간을 축하드리며, 서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

김진호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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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서천군의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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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현황

의원현황
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

비고

7

1

1

1

4

지역구 6, 비례 1

의회사무과 현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공무직

14

2

4

3

2

1

1

1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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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혼을 다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 신 두 부의장
주요경력
●

전)비인신용협동조합 이사

●

전)서면 월호리 이장

●

전)서면 바르게 살기 위원장

●

전)서서천농협 감사

많은 주민의 관심과 지지로 지방의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의원들에 비교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 배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변함없는 강신두가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지역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찾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내 지난 선거에서 강신두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란한 말보다는 실천하는 강신두로 지역민들에게 기억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서면 지역 먹거리 축제의 개선방안, 영농환경
개선사항, 잘못된 해상 도계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등
지역민들의 생업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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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노 성 철 의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2개월에 한 번씩 마을회관을
방문해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요구를 듣고 좋은 방안은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안전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방사능 검사 의무화 조례제정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경력
●

전)국제라이온스협회 309-E지구
(충남.대전) 서천지역사무국장

●

전)장항농협, 서천군산림조합
대의원

●

전)서천소방서 장항읍 남성의용
소방대장

●

전)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전)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감사

●

시급한 현안으로는 장항읍이 살아나야 합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
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하여 관광객이 장항읍에 머물러 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장항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들어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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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소개

자유롭게

주민만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나 학 균 의원
주요경력
●

전)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합격

●

전)서천군 기획예산계, 경리계,
세정계, 행정계 근무

●

전)서천군 기획계장, 경리계장,
양정계장

●

전)제6대 서천군의회 후반기 운영
위원장

●

전)제7대 서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저는 군의원으로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하여 임기 내 꼭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임에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실적이
저조하여 영농에 불편을 느끼는 농가가 많고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
에서 가장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사짓기
편한 서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어장진입로시설 등 어업생산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확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완공 등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제정 등 좋은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군정이 군민을 위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 예산이 군민을 위해 바르게 집행되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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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김 경 제 의원
서천군의 중요현안과 행정의 중요정책 수립과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사업 등을
주민과 언론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듯이 ‘빨대 효과’로 인한 서천 시
장붕괴, 서천경제 활동 위축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과 국립생태원과 해
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발굴 관람객을 구도심 내로 유
인하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우량기업을 유치해 지역발
전 기반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 편익 도모에 기여 하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주요경력
●

전)학교 운영위원장 서천군
협의회장

●

전)장항읍 발전협의회 11대,
12대, 13대 회장

●

전)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

전)서천군 장애인 연합회 감사

●

전)제7대 서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소신과 원칙을
지켜내며 청렴을 기본으로 군민의 마음을 담아내는데 최선으로 임하
고자 합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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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소개

서천의 발전

서천의 경제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

이 현 호 의원
주요경력
●

전)서면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서천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전)서면 의용소방대 현장관리반장

●

전)서면 체육회 임원

●

전)서면 개발위원회 위원

인구 5만에 맞는 서천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행정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서천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천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별 거점의 활용이 지역경제를 기반
으로 한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군민의 눈으로 현장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항상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이익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현안토론회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없도록 모든 활동
내용을 공개할 것입니다.
서천군민의 행복과 서천군 의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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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사회적 약자들의

군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

김 아 진 의원
군의원은 군민의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있다고 무작정 장담하는 것이 아닌,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알아봐 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요경력
●

전)한국생활개선회 서천군연합회
군 총무, 한산면 회장

●

전)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제5기 충청남도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

전)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보건의료 특별 위원장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군민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듣고 요구에 맞게 행정집행부와 논의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동료의원들과의 협치를 통해 이루어 낼 것입
니다.
앞으로 여성, 농어업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군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서천군민 여러분의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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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2 7 0 회
임 시 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기해년 새해 처음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서천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서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서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 계
획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원안 정례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군 · 의정의 유기적 조화와
가결 더불어 회의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조례안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을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원안
의장
개정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함

의장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
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원안
조례안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적극 대응하기 위함
가결
-지원대상: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
서비
공공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단지만 수선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군수
조례안
가결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대수를 조정하여
일부개정 조례안
영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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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서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원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의 인센티브
군수
(변경) 계획안
가결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2019년 통권 제1호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271회
임 시 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019년
도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안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리장의 수당지급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집행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
구분

의안명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2019년도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수정
세출 예산중 2천8백8십1만5천원 감액, 예비비 계상
가결
원안
군수
서천군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함
가결
군수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나학균
원안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조례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전부개정 의원외
가결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함
규칙안
2인
조례안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원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의
군수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반영

조례안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원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가결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위함

조례안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봉사하는
서천군 리장의 수당지급 및 사기
원안
이장을 위하여 이장의 임무와 복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
군수
진작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선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조례안

서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서천군 서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원안
군수
- 판매 대행점의 환전액 및 환전잔액 제출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가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확인으로 대체 등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원안 사회적경제 통계정보 구축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및
군수
관리계획(안)
가결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 지원과 신규 창업 발굴 및 지원시스템을 위함

예산안

원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및
2019년 제1차 서천군 투자유치
군수
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가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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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제270회 임시회
2019.01.24. (목)

|

강 신 두 부의장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급식과
청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 식도우미)”
배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 와 관련한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
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각 경로당별로 매 월 운영
비 10만 원과 7개월분에 대한 냉·난 방비 그리고
8개월분의 정부양곡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노인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미등
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비 확대와 노인이용시
설 지원비 신설을 골자
로 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노령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노
인복지 관련 지원책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
향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내 여러 경로당 을 방
문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 하나가 경로당 내에
급식과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배치에 관한 것이었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별로 연간 8개월
분의 정부양곡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로당
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고령 으로 급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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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개선하고 이용객 노령화에 따른 청소 등 어
려움을 해소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봅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 “관리인” 배치사업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양곡 소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관리의 긍정적인 효과
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와 인근 보령시,
부여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운영상 나타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몇
몇 경로당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운영
상 문제 점에 대한 개선,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앞
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 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
우미)” 배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양곡소비가 되지 않아
남는 양곡으로 연말에 떡을 해 드시는 등 당초의 지
원취지를 벗어나 소비가 이루어 지는 측면입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는 다소 많은 예산
이 부담되더라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 으로 다
시 한번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어르
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로당, 행복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소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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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오늘 본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
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와 2.5마이
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질소 및 황산화물
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성물질입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인 날 1시간 야외 활동을 한
다면 디젤차(2,000cc)매연을 3시간 40분 정도 흡
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
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
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코와 구강, 기관지
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를 타고 온 몸으로 침
투하여 각종 장기에 축
적되어 건강에 큰 문제
가 된다고 발표한 물질
로 주민 각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남의 경우 미세먼
지 특별법 시행이후
(2019.2.15.) 비상 저감조치는 총8회 발령되었고,
지난 3월1일부터 5일까지 5일 연속 ‘매우 나쁨’
수준이 지속되어 심각한 미세먼지 노출 상황에 직
면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석단을 원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상한
제약 대상 20기 중 15기가 태안, 당진, 보령에 집
중되어 있어 충남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양 전국 2
위 수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약자가 많
은 만큼 저감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71회 임시회
2019.03.18. (월)

|

이 현 호 의원

우리 군에서도 2월 28일 17:10분 수치 81ug/㎥
(세제곱미터당 81마이크로그램)으로 비상저감 최
초 발령이후 2월 1일 106까지 치솟아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에 긴급 문자발
송,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소각시설 가동률 하양
및 연소 공기량 조정, 살수 차량 운행을 강화하였
으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공기 청정기 및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등 좀 더 생활 밀착형 주민행동 요
령 홍보 및 교육이 아쉽습니다.
TV나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경로당(노
인회관), 학교, 각종 교
육장에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필요합
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촘촘하고
장기적,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과 기후변화 등 큰 틀에
서의 로드맵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몇몇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만의 일방통행보다는 서천군민, 충남도민, 나아가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군
에서 시발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의 피해자면서 가해자입니다. 우
리 스스로 앞장서서 전기 한등 끄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등 에너지 절감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우리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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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본격 활동 나서
- 연구단체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
‘공부하는 의회, 실력있는 의회’를 목표로 개별 의
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 2월 서천군의회 조례연
구모임으로 정식 등록하고 출범한 서천군의회(의
장 조동준) 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은 2월 26
일 의원 위원회실에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최된 연찬회에는 강신두, 김경제, 김아진,
나학균, 노성철, 이현호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전
문위원, 의회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정책기획팀 및 홍보팀 12건의 조례
를 세밀하게 분석, 11건의 검토의견을
제안하고 4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연구모임의 안정
적인 운영과 자치법규에 대한 의원 역
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연구소 ‘행복
을 만드를 사람들’ 임성빈 소장을 초청
해 조례연구 모임 방향성 제시 및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조례연구모임은 계속해 기획감사실 예
산팀과 감사팀 13건의 조례를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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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 보다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각 실
과의 조례 검토가 완료될 때마다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할 계획이다.
‘조례연구모임’ 김아진 대표는 “조례연구모임은
월 2회 정례모임을 통해 연구 및 토론을 하고, 분
야별 간담회 개최,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실시해 연구단체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 기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투명한 국외연수 실현
- 전문가로 심의위 구성,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내실 있는 국외
연수를 위해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을 전부 개정했다.
서천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
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
히 하며 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 신
뢰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
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
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
천 △심사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 △민간위
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 등
이다.

또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기준을 6개 항목 19개 심
사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징계를 받
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 공개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목적 및 계
획과 달리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조동준 의장은 “전부 개정된 이번 규칙안을 통해
보다 엄격한 심사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실 있고
투명한 국외연수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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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
- 입소자와 어르신들을 만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실태 점검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1월 30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을 방문해 따스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금매복지원, 에벤에셀 모자원, 성일 복지원, 성도
원 등 4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생활용품 등 3
백여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을 위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입소자와 어르신들을 만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준 의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에 외로운 시
간을 보내는 소외계층에게 더욱 따스한 관심과 사
랑이 필요한 시기로,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는 의원
들의 마음을 모아 위문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
과 관심을 갖고 힘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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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회는 매년 명절을 즈음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문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온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고루 미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보도 기사

서천군의회,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와 간담회 가져
- 매년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당부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2월 12일, 한국농어
촌공사 서천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동준 의
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윤석근 서천 지사장
및 관계자 6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
요 업무를 청취하고 서천군의 농어촌공사 발전 방
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을 비롯해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장항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매년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고 윤석근 지사장은 현재 진행중
인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현안사
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의 적극적
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동준 의장은 “대표적인 농
산어촌 고장인 서천군이기에 서천군지부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어촌발전과 농어업인들
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이 순
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 역시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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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 서천군 여성정책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3월 12일 군청 대회
의실에서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나미혜) 회
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평소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조동준 의장은 제
8대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의 관행이나 답
습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군민을 위한 참신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계획하였
으며, 우선적으로 군민과의 소통강
화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직능단체
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
였다.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나미혜회장
은 “바쁘신 중에도 여성단체회원들
을 제일 먼저 초청해 간담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여성정책으로‘여성친화도
시 서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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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준 의장은 앞으
로도 각 분야별 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과의 대화창구를 확대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보도 기사

서천군의회, 지역청년과 ‘청년정책 소통’
-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사회참여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3월 25일 군청 대회
의실에서 서천군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지역 청
년기업인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여성단체에 이은 두 번째 직
능단체 정책간담회로 서천군 청년정책에 대한 올
바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설정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건설을 위해 퍼즐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
는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인해 위축된 사회분위기 속
에서 청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사회참여 방안마련이 필
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동준 의장은 “직능별 정책간담회
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
히 오늘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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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점검..
‘성공개최’ 위해 함께 노력 할 것’
- 5월 16일 서천군에서 열리는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 현장방문 실시
- 대회기간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 당부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인 서천군의회(의장 조동
준)는 3월 21일, 오는 5월 16일 서천군에서 열리
는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 현장방문
을 실시했다.
조동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신동순 도
민체전준비기획단장으로부터 도민체전 준비상황
을 설명듣고 주경기장 등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4일간 57,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
되는 이번 도민체전이 서천군의 이미지를 상승시
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회기간 서천을 찾
는 관광객들이 교통 및 숙박 등 불편을 겪지 않도
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준 의장
은“전반적인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대회준비에 만
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우리군
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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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최를 위해 서천군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피어나는 서천의 꿈, 하나되
는 도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1회 충청
남도민체육대회는 5월 16일부터 4일간 서천종합
운동장 등 2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기념사

제12회 서천 마산신장 3·1만세운동 기념사

[

]

3. 29.(금) 11:00, 마산면 신장리 일원에서 관련 단체, 주
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
정부수립, 3.1 운동 100주년 기념 제12회 서천 마산
신장 3.1만세운동 재연 및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의회 의장 조동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전 오늘, 이곳 마산 신장에서는
독립을 바라는 서천사람들의 만세소리가 힘차게 울
려 퍼졌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에 맞서 조
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갈망했던 평화의 함성은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돼 전국 방방곡곡
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
인했던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전 세계
에 각인시켰습니다.
우리의 함성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비롯해 전세
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담긴
온 겨레의 의지를 담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4.19와 5.18을 거쳐 87년 6월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기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상, 이동홍, 김인두, 박재엽, 정일창, 양재홍, 송
기면, 송여직, 나상준, 이승달, 조남명, 유성열, 이근
호, 임학규 선생님 등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열네분
과 함께했던 2천여명의 서천사람들 역시 이같은 자
랑스러운 역사와 하나가 되었고 마산 신장에 이어 4
월 30일 종천면 화산리에서도 2천여명이 독립만세
를 외쳤습니다. 우리 서천군에는 구한말 문석환 의
병장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이끈 월남 이
상재, 김인전 선생님,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한 김
갑수 선생님 등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기록된 35명
의 독립유공자가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며 독립운동
에 헌신하신 한분 한분
을 소중히 기억하고 잊
지말아야 합니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3.1운
동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일지
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자유와 번영 속
에 살아가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
공자와 후손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며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독도의 영유권을 아직도 주
장하고 있으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문제 역
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하고 독재와 부패를 옹
호하며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들
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백년전 마산신장 만세운동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불의에
저항하는 올곧은 정신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
아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3.1
운동에 담긴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는 최
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실현하
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9.
서천군의회 의장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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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포토의정

포토의정
[2019년 1월~3월]

①

②

30

① 1월 2일 2019 서천군 신년교례
② 1월 2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도지사 간담회

2019년 통권 제1호

포토의정

①
②
③

① 1월 8일 2019 새해농업인실용교육
② 1월 11일 서천소방서 화양면
남·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③ 1월 17일 2019 재대전서천군민회 신년회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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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포토의정

①
②
③
① 1월 18일 서천축협 본점 준공식 및 하나로마트 개점식
② 1월 30일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③ 1월 31일 제20기 동서천 농협 정기총회

32

2019년 통권 제1호

포토의정

2월 1일
2019 서천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D-100 행사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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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포토의정

①
②
③

① 2월 1일 비인면 사랑이 가득한 집 3호 준공
② 2월 7일 마량리 당제
③ 2월 11일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참여자 통합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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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권 제1호

포토의정

①
②
③
④

① 3월 7일 (사)한국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 제15대, 16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
② 3월 7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③ 3월 12일 2019 한국예총 서천지회장 이·취임식
④ 3월 16일 제20회 동백주꾸미 축제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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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포토의정

①
②
③
④

① 3월 21일 2019 서천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현장 방문
② 3월 26일 장항읍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천 만들기” 읍민대청소의 날’
③ 3월 27일 판교면 저산리 공동생활 홈 준공식
④ 3월 28일 판교면 심동리 다목적센터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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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권 제1호

포토의정

①
②

① 3월 29일 월남이상재선생 92주기 추모식
② 3월 29일 제12회 서천마산신장 3·1만세운동 재연 및 기념행사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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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회기운영 계획

2019 서천군의회 회기운영 계획
회별

회기

일수

제270회 임시회

1. 24 ∼ 1. 30

7 (7)

제271회 임시회

제272회 임시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74회 임시회

제275회 임시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3. 18 ∼ 3. 25

4. 29 ∼ 5. 7

6. 17 ∼6. 25

7. 22.∼ 7. 26

9. 23∼ 10. 4

11. 21 ∼ 12.20

【 2019년 회의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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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

9 (24)

9 (33)

5 (38)

12 (50)

30 (80)

80일

주요안건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시)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방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2019년도 군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방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0년도 시책구상 보고

■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시)

■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정례회 : 2회/39일, 임시회 : 5회/41일 】

비고

의회 안내

서천군의회 안내
서천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제안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의정소식지'에도 게재 됩니다.
이용방법 : '서천군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회에 바란다' 클릭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정기구독 안내
연 4회 발행되는 '서천군의회 의정소식'지를 우편발송해드립니다.
이용방법 : '서천군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구독신청' 클릭

의회 방청 및 견학
서천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적극환영합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고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 및 견학 문의 : 전화 _ 041-951-7630, 홈페이지 _ http://www.scouncil.go.kr

의회 인터넷방송 시청 안내
서천군의회의 정례회, 임시회를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http://www.scouncil.go.kr - 우측하단 배너(인터넷 방송) 클릭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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