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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뜻 그대로!
지방의회 의원으로 처음 한 의원 선서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지난 4년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 활동,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군민들의 권익 보호에 매진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등 의원의
본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현철이 목숨 걸고 지켜온 가치 “초심, 중심,
그리고 진심”으로, 지난 4년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으로 더 좋은 함양! 자랑스런 함양!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다 같이! 다 잘사는 함양!

다

정현철

초심, 중심
그리고 진심
처음 뜻 그대로
다시 뜁니다

자랑스런 함양
삶이 가치있는 함양
함양의 초선의원으로 힘차게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이어온 의정활동은
의회와 지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품은 뜻 그대로 정직한 군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역시 지키며 왔습니다.
진정과 중심을 지킨 정현철의 군의원
4년을 여러분께 내어놓습니다.

출처 : 함양뉴스 2020년 5월 27일

정현철 함양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의원 중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

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활발한 의정 활동과 군민
과의 밀착소통으로 고충해결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
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
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기초

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원을 발굴하고 그
노고에 대한 업적을 높이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정현
철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소관 부서 업무의 미흡한 점과 군
행정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대안을 제
시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원활하고 창의적인 의정업무 수행과 지
역사회 봉사자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고 고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군민의 대
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정현철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소통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험으로
다져진 실력
함양을 위해
다시 뜁니다

생활 의정활동

쾌적한 정주 여건

탁상공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생활

지역소멸의 현실 앞에 서 있는 함양. 해체의

정치, 생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공동체는 세대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겸손

단절과 생명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살기

하겠습니다.

좋은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의 권익보호

견제와 감시

지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살아있는 함양. 부정과 부패의 피해로부터

군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타성과 관성에

자유로운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을

젖기 쉬운 행정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다할 것입니다.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다 같이! 다 잘사는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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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회장
현) 함양읍 체육회이사
현) 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현) 함양군 상인연합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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