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수선거  책자형선거공보

김충식
행복 창녕! 으뜸 군수!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창녕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창녕군수 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1 새누리당 김충식 남
1950. 2. 12

(64세)

공무원

(창녕군수)

 - 남지고등학교  졸업

 - 육군3사관학교 졸업

-  창녕군의원  
1-4대(전)

- 창녕군수(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57,183 54,697 12,927 77,225 212,334
육군소령

(원에 의한 전역)
해당없음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구  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2,272 586 해당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만원 

(1996. 1. 31)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000만원 

(2009. 6. 26) 

후 보 자 21,182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 우 자 6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610 297 해당없음

직계비속 474 289 해당없음

4. 소명서

전과기록중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은 2009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벌금(1천만원)을 납부한 것임.



창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창녕군수는 역시!

김충식기호

군민이 웃으면 함께 웃겠습니다.

군민이 아파하면 함께 가슴 두드리며 아파하겠습니다.

고향 창녕을 위해 23년간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아끼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한국지방자치 최고경영대상 등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10년 후 

100년 후 역사에 남기고자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함박웃음을 웃는 그 날을 위해  

저 김충식과 동행해 주십시오.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위해

김충식은 중단없이 달려 왔습니다!

민선5기 군정추진사업  
10대 주요성과
 

1    인구증가 도내 군부(10개) 중 1위, 군부 인구수 3위 ⇒ 2위  

(2009년 대비 2,287명 증가)

2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인 1조 8천억원 투자 규모의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유치

를 비롯하여 세아베스틸, 센트랄모텍 등 대기업과 유망기업 305개 기업 유치 
(3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1만 9,677개의 일자리 창출

3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연간 420만명에서 610만명으로 증가(2009년 대비)

4    창녕 ⇔ 현풍간 6차선 확·포장 및 대합 IC 설치 용역비 확보

5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 중(2016년 창녕읍 시가지 공급)

6    창녕 문화예술회관, 영산도서관, 충효관, 국민체육센터, 보훈회관 건립, 보건소 신축

7    산토끼 노래동산, 우포늪 생태체험장 조성

8    창녕, 남지읍 소도읍 사업

9    창녕 오리정 사거리 ⇔ 대지 교차로 간 4차선 확·포장 

10    창녕 농협 ⇔ 조산 간 도로 확·포장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위해

김충식은 중단없이 달려 왔습니다!

명품 창녕으로의 도약,  
대한민국도 인정했습니다
 

1    201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청렴도평가 군부 8위, 경남 전체 1위

2    2012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최고경영자)상 - 한국공공자치 연구원

3    2013년 대한민국글로벌 CEO(최고경영자)상 - 중앙일보, 포버서코리아

4    2013년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지방단체장 상

5    2011년 ~ 2013년 습지관리 유공 대통령기관 표창 등  

3년 연속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

6    2010년 ~ 2013년 국무총리 기관 표창(5회 수상)

7    2010년 ~ 2014년 각종 지방자치경영대상 등 19개의  민간기관 대상 수상 

8      2010년 ~ 2013년 장관, 도지사 기관 표창 등 97개의 기관 표창 수상

9    법률소비자 연맹주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이행평가 우수

10    2013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 한국공공자치 연구원



 창녕

새롭게 시작하는 
NEW 행복군민  
1·2·3 프로젝트

김충식의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1만명 인구증가를 통해 

명품도시 창녕을 만들겠습니다1NEW 
행복군민

사업목표     민선 5기 4년 연속 인구증가, 8년 연속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기초 인프라 구축

추진사업    •창녕읍 소재지 군립 수영장 건립(2017년) 

•창녕읍 소재지 임대주택 건립(2018년) 

•창녕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2016년)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2019년)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2018년까지 계속) 

•창녕 ~ 현풍 간 고속도로 6차선 확장 및 대합 IC 건설(2019년) 

•대합 미니복합타운 건립(2017년) 

•재난대비 상시 감시 체계정비(2015년)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및 전입 장려 정책 유지(2018년까지 계속) 

•귀농, 귀촌 지원 확대(2018년까지 계속) 

•장애인·여성·노인 관련 복지체계 개선(2018년까지 계속)

창녕군수는 역시!

김충식기호



사업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유망기업 지원사업 확대 

추진사업    •대합 2·3차 산업단지 조성(2018년까지 계속) 

•1~2개의 대기업 유치(201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2016년) 

•창녕 마늘 6차 산업화사업 추진(2016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모델개발 및 기업설립(2018년까지 계속) 

    - 장애인, 노인, 다문화 여성,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창출 

•창녕 마늘, 양파 저장 가공시설 지원(2018년까지 계속) 

•남부지역 산업단지 조성 [3 ~ 5개소] (2018년까지 계속) 

•‘일하고 집이’사업 지속 추진(2018년까지 계속) 

•기존 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관련 업체 유치(2018년)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

2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행복도시 창녕을 만들겠습니다2NEW 
행복군민

 창녕



사업목표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창녕,  

년 관광 1,000만 시대 구현

추진사업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2017년) 

•부곡온천장 만남의 광장 및 둘레길 조성(2015년) 

•고향의 강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2017년)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2017년)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2016년) 

    •우포늪 훼손지 복원 관광 자원화(2018년) 

  •약채·산채 단지 조성(2016년) 

  •습지체험 루트 및 에코롯지사업 완공(2016년) 

  •창녕, 옥천 ⇔ 밀양 간 문화관광도로 개설(2017년) 

  •산토끼 노래 동산 확장 조성(2016년)

  •따오기 관람(2015년) 및 야생 방사(2017년)

 •부곡 ⇔ 창원 북면[국도 79호선] 도로 개설(2018년)

300만명 관광객 증가유치로   

매력도시 창녕을 만들겠습니다3NEW 
행복군민

창녕군수는 역시!

김충식기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녕건설
김충식의 열정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 군립 수영장 건립
• 공공 임대 APT건립(L·H)
• 청소년 수련관 재 건립
• 창녕 탁구장 건립

• 종합복지관 건립
• 용산 ↔ 아지 간 도로개설
• 진마트 ↔ 국풍빌라 간 도로개설

• 우천리 도로개설
• 화왕산 자연 휴양림 조성
• 고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고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 대견 들 옆 세천 정비 및 준설
• 운봉천 재해예방 사업
• 성곡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 대합 노인복지회관 건립
• 공설운동장 건립
•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 몽고식품 ↔ 신당 확·포장 

• 모곡 배수장 배수기 증설
• 초곡천 수해 상습지 정비
• 양정 배수로 정비
    (호안정비, 중앙 배수로 정비)

• 회룡 ↔ 세진 간 도로 확·포장
• 토평천 수계 치수사업
• 마수원 ↔ 내부곡 간 도로확장
• 승계마을 하수도 설치

• 대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 효정리 고속도로 통로박스 확장
• 대지 ↔ 고암 우회도로 개설(국도 30호선)

• 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 신당, 계교마을 하수도 설치
• 남광계마을 진입도로 개설

• 영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영산면 하수관거 정비
• 영산 사거리(마트) ↔ 
    봉산교차로(국도 75호선) 확·포장

• 도동마을 배수장 설치
• 장가천 하천 개수사업
• 동정마을 하수도 설치
• 왕거재실 ↔ 왕거 소류지 확·포장

• 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우강 소하천 정비
• 우강 4지구 대 구획경지정리 사업

• 증산제 밑 용수로 복개
• 신촌마을 하수도 설치
• 오호리 광역 상수도 인입

• 면사무소 ↔ 지방도 간 도로개설
•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온정천 생태하천 조성

창녕읍

계성면
남지읍

영산면
고암면

장마면
성산면

도천면대합면

길곡면
이방면

부곡면

유어면

대지면



• 대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 효정리 고속도로 통로박스 확장
• 대지 ↔ 고암 우회도로 개설(국도 30호선)

• 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 신당, 계교마을 하수도 설치
• 남광계마을 진입도로 개설

• 영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영산면 하수관거 정비
• 영산 사거리(마트) ↔ 
    봉산교차로(국도 75호선) 확·포장

• 도동마을 배수장 설치
• 장가천 하천 개수사업
• 동정마을 하수도 설치
• 왕거재실 ↔ 왕거 소류지 확·포장

• 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우강 소하천 정비
• 우강 4지구 대 구획경지정리 사업

• 증산제 밑 용수로 복개
• 신촌마을 하수도 설치
• 오호리 광역 상수도 인입

• 면사무소 ↔ 지방도 간 도로개설
•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온정천 생태하천 조성

중장기 사업,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행복군민 1.2.3 프로젝트는 NEW 행복군민 1.2.3 프로젝트로 추진 됩니다.
●  억만, 하리, 도천, 서리 일원 산업단지 계속추진 : 2016년 말 완공
●  장애인 전용 목욕탕 등 재활시설 공간 확충 : 2015년 
●  함박산 테마공원 조성 : 2016년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2015년
●  남지, 용산 ⇔ 영아지간 도로 개설 : 2017년
●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 : 2017년



창녕군수 김충식이 걸어온 길
 

■경  력    (전) 육군 제76훈련단 대대장 

(전) 국정홍보위원 

(전) 경상남도 민방위 소양 강사 

(전) 창녕군의회 의원(4선)  

(전) 창녕군의회 의장 

(현) 창녕 군수 

■학  력   남지 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선거사무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1   전화 : 055) 532-6646   FAX : 055) 532-5594

“고향 창녕,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분들을 더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창녕의 아들 국군장병 여러분!

장병 여러분이 계셔서 창녕에 계신  

부모님과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창녕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창녕에 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식

행복 창녕! 으뜸 군수!

김충식
제작 : P&P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34번길 38  055) 262-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