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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



우리 영도구 의회 의원은 구민에 의하여 선출된 구민의 대표이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일상생활에 있어서공인임을 깊이 명심하고,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덕성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으로 실천한다.

영도구의회의원 윤리강령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
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
선수범한다.

4 영도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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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조화된 해양관광도시 - 

● 자연과 조화된 천혜의 섬! 영도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수묵화로 표현

● 무지개 모양의 두개의 부드러운 곡선은 영도를 이루고 있는 두개의 섬, 

영도를 대표하는 아치형의 다리 등을 형상화하였고,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영도의 희망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

● 푸른색 바탕은 역동적인 해양관광도시, 친환경 도시의 영도를 상징

區  徽  章

절영해안산책로 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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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화 (區花) : 동백꽃
- 사랑과 행운, 번영의 꽃 -

● 이른 봄 다른 꽃보다 먼저 피어나는 빨간 꽃은
정열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 피었다가 절도 있게 떨어지는 꽃송이는 역병과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여 행운을 나타내며

● 많은 열매가 열리는 까닭에 자손이 번성함을 상징함

[ 1990. 7. 11 제정 ]

▶▶ 구목 (區木) : 해송(곰솔)
- 장부다운 기개와 강한 생명력 표상 -

● 바닷바람에 잘 견뎌 해변가 수목으로 잘 어울리어
영도 구민과 친숙하고

● 남성다운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가는 장부의 기개를 상징하며

●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번식해 가려는 
생명의 의지를 가지는 나무임

區 象 徵 物

패총
75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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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象 徵 物

▶▶ 구조 (區鳥) : 갈매기
- 항구인의 희망, 협동의 새 -

● 비행술에 능숙하고 나는 모습이 우아하며 
파도와 항구에 잘 어울리며

● 무리지어 생활하므로 서로간의 협동심이 강한 새로

●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므로 긴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줌

▶▶ 캐릭터 : 영가비(YOUNGGABY) 
- 영도의 조가비를 의미(1999.9.28) -

● 석기시대의 어린 원시인과 패총의 친근한 이미지를 특성화

● 동아시아 최대 신석기 문화유적지의 문화적 가치와 
동삼동 패총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미지화

● 영가비란! 
영(YOUNG, 어린, 젊음의 뜻으로 무한한 가능성, 미래지향적) 
가비(GABY, 조가비를 줄인말)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를 내포하고 있음

감지해변산책로 촛대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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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영도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영도구의회가 어느덧 3년을
맞으면서 지난 2년의 의정활동 참모습을 담은 구정백서 제12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도구의회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의정, 구민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 의정,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현장 의정, 구민과의 대화창구 확대를 통한 대화 의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조례제정 등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도구의회는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제6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시기에

발간되는 제12집 의정백서는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찰이 담긴 소중한
자료집으로, 지난 2년을 되짚어 반성하고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 새로운 해양도시 영도건설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는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영도구의회 의장   

이  경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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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구민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영도구의회 제12집 의정백서 출간을 14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에 출간되는 의정백서는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수록한

자료집으로써 그간의 구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루어낸
성과물이 한 권의 의정백서로 발간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구민과 함께한 시간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영도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민의의 전당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책무를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와 집행부, 영도구민,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끌어주고
밀어주어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공부문 BEST-HRD 재인증으로
교육분야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고, 전국 최초 대한민국
로하스(LOHAS) 3년연속 인증,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 등 많은 업적은
영도구의회, 집행부 그리고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꿈과 미래를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영도, 문화가 살아 꿈틀거리는
문화관광 도시 영도, 사람중심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도시 영도, 균형과
조화를 갖춘 고품격 혁신도시 영도,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영도로 발돋움 하기 위해 구의회와 합심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항상 열린 마음과 열린 구정으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구민과
함께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영도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12 

영도구청장  

어  윤  태

祝 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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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代 前半期 影島區議會議員프로필

南港洞, 瀛仙第2洞

新仙洞

•제6대 영도구의원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도구지회장 
•(사)미래사회연구원 부동산 정책과 개발 연구원
•영도구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새누리당 영도구 당원협의회 총무
•한국음식업협회 영도구지회 대의원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영도 팔각회 회원
•제6대 후반기 영도구의회 의장 

이  경  춘 ( 李 慶 春 )

영도구 태종로 98, 1301호 (대교동2가, 모닝아일랜드)

南港洞, 瀛仙第2洞

新仙洞

•제3,4,6대 영도구의원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

(경영학석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

학과 재학중(4학기)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영도여중, 태종대중학교 운영위원장 
•영도도서관 운영위 부위원장 
•부산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지하철-버스) 환승추가운임폐지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장애인 

특별위원장 

김  철  훈 ( 金 哲 薰 )

영도구 개나리길 194(신선동3가)

南港洞, 瀛仙第2洞

新仙洞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졸업
•부산 ESS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
•외국 GE 근무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중앙위원

•남도여중 운영위원 역임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 여성회 고문
•제4·5대 영도구의회 의원
•제5대 영도구의회 전·후반기 

기획자치위원장
•제6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 2012. 3. 11 의원직 사직 

황보승희 ( 皇甫承希 )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102동 103호
(영선동4가, 영선동반도보라아파트)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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瀛仙第1洞, 蓬萊第1,2洞, 

靑鶴第1洞

윤 호 길 ( 尹 浩 吉 )

영도구 청학서로 79(청학동)    

靑鶴第2洞

東三第3洞

이  승  일 ( 李 承 日 )

영도구 조내기길 38 103동 802호(청학동, 영도원우엔리치빌아파트)

瀛仙第1洞, 蓬萊第1,2洞,
靑鶴第1洞

권   혁 ( 權  赫 )

영도구 장미계단 125 (봉래동5가)

•제6대 영도구의원
•봉래2동 청년회원
•봉래2동 워킹클럽 자문위원
•영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후원팀장 

역임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간사 역임  
•영도 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역임

•통합진보당 영도구위원회 부위원장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공직자협의회 대표
•영도민생상담소 상담실장 역임
•제6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역임  
•제6대 후반기 영도구의회 부의장

第6代 前半期 影島區議會議員프로필

•제4, 5, 6대 의원
•신우수산 대표 역임
•한나라당 영도지구당 사무국장 역임
•제주도민회 영도지회 고문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영도지회장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
•청학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제6대 영도구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연합회 

회장 역임  
•행복영도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영도다리 축제추진위원회 역임  
•부산항 빛축제 추진위원회 홍보이사  

•영도구 자율방재단 간사  
•청학2동 방위협의회 부회장  
•한나라당 영도구 청년위원회 역임  
•청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청학2동 청년회 자문위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제6대 후반기 기획자치위원장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역임
•제5대 후반기 의장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회관 이사
•제6대 전반기 의장
•제6대 전반기 부산시의장협의회 회장
•제6대 전반기 전국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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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鶴第2洞

東三第3洞

박  성  윤 ( 朴 性 閏 )

영도구 상리로1, 307동 206호 (동삼동, 동삼주공아파트)

東三第1洞

東三第3洞

최 은 보 ( 崔 殷 補 )

영도구 동남서로 52, 101호 (동삼동, 장원빌라) 

東三第1洞

東三第3洞

한  영  현 ( 韓 永 鉉 )

영도구 본산남길 13-3 (동삼동)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자문위원 역임
•맹호체육관 대표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이사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제6대 영도구의원
•동삼2동 동정자문위원 역임
•동삼동 새마을금고 이사 역임
•동삼동 새마을금고 감사 역임
•동삼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역임
•태종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영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영도구 자문위원
•제5대 전반기 기획자치위원회 위원 역임
•제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제6대 전반기 부의장
•제6대 후반기 기획자치위원회 위원 

•제3, 4, 5, 6대 영도구의원
•제4대 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역임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협의회 부회장

역임
•119구조대 명예대장 역임
•동삼3동 바르게살기위원회원 역임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조선해양특별
위원회 위원장 역임 

•통합진보당 영도구위원회 위원장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제6대 후반기 기획자치위원회 위원

•제6대 영도구의원
•해군첩보부대(UDU)중앙회 부산지부장 

역임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영도협의회 간사 역임 
•해군첩보부대(UDU)중앙회 부회장 역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부산중부지

회장 역임 

第6代 前半期 影島區議會議員프로필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경력 l

주소 l

성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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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例代表

•테레사여고, 가야여중, 광안여중 교사 역임
•구포여중, 부산진여중, 경남여중 교사 역임
•부산중앙여중, 영도중 교사 역임
•부산중앙여자중학교 교감 역임
•부산 영선중학교 교장 역임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교육분과위원 역임
•맑고푸른삶터 영도21 추진협의회 위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위원
•제6대 전반기 기획자치위원장

손  향  혜 ( 孫 香 蕙 )

영도구 와치로266, 105동 1203호 (동삼동, 벽산비치아파트)

第6代 前半期 影島區議會議員프로필

경력 l

주소 l

성명 l



寫眞
議會

影島區議會畵報

[ 2010. 7 ～ 2012. 6 ]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2011. 9. 6)

▲제213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2011. 3.28)

16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제202회 임시회 고리원전 사고예방 촉구결의안 채택 (2011. 4.26)

▲ 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 심의 (2011. 7.25)

議政白書 ● 17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제21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2011. 3.25)

▲ 7.27 호우피해지역 현장방문 실시 (2011. 7.29)

18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개최 (2011.11.15)

▲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개최 (2011.11.15)

議政白書 ● 19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2012년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2012. 1.30)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영선2동 주민센터) (2011.11.29)

20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필리핀 마르키나시 우호방문단 영도구의회 내방 (2011.11.22)

▲ 일본 쓰시마시의회 영도구의회 내방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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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의정혁신연구회 제6차 뉴타운사업 연구활동 (2010. 9.27)

▲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원 연찬회 실시 (2011.10.12)

22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제3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이 경춘” 의장 수상 (2011. 9. 5)

▲ 손 향혜 기획자치위원장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기탁 (2012. 7.10)

議政白書 ● 23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2011년도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 (2011. 1.16)

▲ 적십자사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2011. 7.12)

24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議政白書 ● 25

▲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2010년 정기총회 개최 (2010.10.13)

▲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1. 7. 5)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문, 간담회 개최 (2011. 4.22)

▲ 김해공항 가덕이전 쟁취를 위한 걷기대회 (2012. 1.15)

26 ●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 청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식 (2011. 5.27)

▲ 북항대교 상량식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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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으로 보는 議會발자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