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타시도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주제

1. 실시개요
○ 기간 : 2021. 09. 28.(화) ~ 10. 01.(금)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제정, 체육시설 탐방 및 문화도시 실시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 참여 : 하은미, 이준호, 김태연 의원 (3명)
○ 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제정, 체육시설 탐방 및 문화도시 실시

기간

2021. 9. 28.(화) ~ 10. 1.(금) ▷ 3박 4일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

2. 세부일정
일 자

참가자 인적사항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행정경제위원회

의원

하은미

2

행정경제위원회

의원

이준호

시

간

내

용

10:00~12:00 ㆍ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9.28(화)

업무분야

14:00~18:00 ㆍ성산스포츠센터

비 고

10:00~12:00 ㆍ의창스포츠센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9.29(수)
14:00~18:00 ㆍ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
10:00~12:00 ㆍ문성대학교, 창원대학교
9.30(목)

3

문화복지도시
위원회

의원

14:00~18:00 ㆍ진해드림파크 내 목재문화체험센터 및 생태숲

김태연
10.1(금)

10:00~12:00 ㆍ창원 레포츠파크, 창원시 체육회 방문

3. 벤치마킹 실시 내용
□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성산스포츠센터 ▷ 9. 28(화)
2021년 하반기 타시도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

10. 15.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스퀘시장

〇 일정규모 이상(시설의 면적 및 개수가 많음)의 시설들로 지역
시민들의 사용이 기다림 없이 유용함.

〇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와 관련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문화재
단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논의

〇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인 선수 등을 양성하는데
□ 문성대학교, 창원대학교, 진해드림파크 내 목재문화체험센터 및 생태숲

많은 도움이 됨

▷ 9.30.(목)
□ 의창스포츠센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 ▷ 9. 29(수)

의창스포츠센터

창원복합문화센터 내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

창원문성대학교 방문

창원대학교 방문

목재문화체험센터 전경

목재문화체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

목재 관련 영상물 및
전시물

야외 소류지 전경

실내 생태숲 활동
진행교실

야외 생태숲체험장 안내

생태숲선생님과 함께

창원시립테니스장

인적자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실

〇 스포츠센터의 지역자원 활용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코로나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함(체온 측정 및 단순 시설안내 등)
〇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문화회의, 예술교육, 문화기획자
양성 등 문화도시 기반조성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
로 활용 중

〇 대학내 스포츠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며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을 논의함
〇 목재문화체험센터는 나무가 우리생활에 이용되는 가치와 산림문

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남지역 최초의

4. 구정반영 의견(계획)

목재문화종합박물관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체험을 진행함
〇 목재를 활용하여 생활공예품, 학습도구 등 다양한 목재품을 직
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목공예방을 운영함
〇 진해만 생태숲은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체험, 학습
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학습장

〇 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을 둘러보니 각
센터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간
단한 업무에서는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지원 및 예산절약
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〇 숲선생님의 지도하에 프로그램 참가자는(가족 등) 야외에서, 실
내에서 충분히 자연을 살피고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짐

〇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중 대회개최, 동호회 구성, 지원 등에 있어
시설지원적인 부분이 요구됨.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 창원 레포츠파크, 창원시 체육회 방문 ▷ 10. 1.(금)

적합한 제반시설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음.
〇 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운영시 현재는 조례상 문화재단에서 위
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지만 추후 문화도시가 지정되고 역할이
더욱 확장될시에는 문화재단이 아닌 전문적인 지원센터가 될수 있도

창원 레포츠파크 내
자전거 문화센터

자전거 문화센터 홍보관

창원시체육회 운영방안
안내

록 조례수정이 요구됨.
〇 목재문화센터의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으로의 연계가 요구됨. 숲체험활동
및 자연생태탐험 등 자연과 연계되어 확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창원시체육회 사업실적
기념패

〇 창원 레포츠파크 내 자전거 문화센터는 자전거종합문화공간으
로 교육, 정비, 전시, 홍보체험 등을 추진함.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섬
〇 창원시 체육회 방문을 통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고민사항, 필수사항 등을 논의하며, 실제 운영에 있어 한계점
등을 살핌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음.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이 더해진다면 구민들과 타 지역민
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만
들어 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