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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 이 규 용

희망찬 기축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질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아무쪼록 홍성군의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9. 3

홍성군의회의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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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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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의 장 단
|의

장|

이 규 용

|부 의 장|
주 소_

주 소_

홍성읍 오관리 698-9

은하면 유송리 132

자 택_

자 택_

632-3783

633-1889

휴대폰_

휴대폰_

016-338-3783

011-431-1896

E-mail_

E-mail_

lky3783@hanmail.net

osb3505@hanmail.net

(홍성)

오 석 범

(서부·결성·은하)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 원 진 의원

김 정 문 의원
주 소 : 광천읍 신진리 광천APT101-703
자 택 : 642-2126
휴 대 폰 : 010-5431-2126
E-mail : 88balsam@hanmail.net

주 소 : 홍성읍 오관리 322-2
자 택 : 633-4721
휴 대 폰 : 010-6772-4721
E-mail : wj4721@yahoo.co.kr

|위 원|

|위 원|
이 태 준 의원
주 소 : 홍북면 석택리 540
자 택 : 632-9114
휴 대 폰 : 018-351-4911
E-mail : hgltj@hanmail.net

|위 원|
임 금 동 의원
주 소 : 갈산면 상촌리 162-2
자 택 : 633-2300
휴 대 폰 : 011-430-7711
E-mail : lkd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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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석 범 부의장
주 소 : 은하면 유송리 132
자 택 : 633-1889
휴 대 폰 : 011-431-1896
E-mail : osb3505@hanmail.net

홍성군의회
Hongseong Gun Council

총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 태 준 의원

김 헌 수 의원

주 소 : 홍북면 석택리 540
자 택 : 632-9114
휴 대 폰 : 018-351-4911
E-mail : hgltj@hanmail.net

|위 원|

주 소 : 홍성읍 내법리 81-3
자 택 : 634-8454
휴 대 폰 : 018-414-8454
E-mail : kkkskks@hanmail.net

|위 원|
김 정 문 의원

이 두 원 의원

주 소 : 광천읍 신진리 광천APT101-703
자 택 : 642-2126
휴 대 폰 : 010-5431-2126
E-mail : 88balsam@hanmail.net

주 소 : 서부면 궁리 28
자 택 : 633-5604
휴 대 폰 : 011-403-7930
E-mail : dch779@yahoo.co.kr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 금 동 의원

이 병 국 의원

주 소 : 갈산면 상촌리 162-2
자 택 : 633-2300
휴 대 폰 : 011-430-7711
E-mail : lkd508@hanmail.net

|위 원|

주 소 : 금마면 부평리 356
자 택 : 632-6935
휴 대 폰 : 011-424-6935
E-mail : bklee6935@naver.com

|위 원|
김 원 진 의원
주 소 : 홍성읍 오관리 322-2
자 택 : 633-4721
휴 대 폰 : 010-6772-4721
E-mail : wj4721@yahoo.co.kr

이 종 화 의원
주 소 : 광천읍 신진리 광천APT 101-1004호
자 택 : 641-1468
휴 대 폰 : 010-5405-1700
E-mail : jhnara2@hanmail.net

|위 원|
오 석 범 부의장
주 소 : 은하면 유송리 132
자 택 : 633-1889
휴 대 폰 : 011-431-1896
E-mail : osb3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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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군민의 대표로서의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군민의 모범이 된다.

3.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요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역사적인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원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5대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2008년도

주요 의정활동 현황
회기운영 현황
회기일수 : 87일
처리건수 :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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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별
제161회 임시회

제162회 임시회

제163회 임시회

제164회 임시회

제165회
제1차 정례회

기

간

주

요

안

비 고

건

1. 10 ~ 1. 11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부결)
조례안(2건)

1. 29 ~ 2. 5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계속비사업 및 군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조례안(4건)

4. 15 ~ 4. 23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조례안(7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6. 16 ~ 6. 23

200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3건)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7. 1 ~ 7. 10

2008행정사무감사
2007세입·세출 결산승인
계속비 사업 변경안
제5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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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별
제166회 임시회

제167회 임시회

제168회 임시회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임시회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

간

7. 15 ~ 7. 16

주

요

안

건

조례안(2건)

8. 5 ~ 8. 6

홍성군지방공무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의원발의조례안(3건)

8. 11 ~ 8. 14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청취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
결의문채택
조례안(3건)

9. 17 ~ 9. 25

주요사업장현장답사(37건)
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농어촌상수도신설사업계속비사업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규칙안(2건)

10. 31~11. 7

2008년도군정질문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
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상임위원회위원선임및위원장선거

11. 25 ~12. 19

2008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6건)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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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제161회 임시회 / 2008. 1. 10~1. 11 (2일)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심사 의결함.

제16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1월 10일, 위원장 : 오석범 의원, 간사 : 이병국 의원)
안건 :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12. 7)와 관련, 전담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해양오염사고 대책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배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7년 12월 7일 인근 해역인 태안앞 바다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어 전담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해양 오염사고 대책단』의 정원(7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여 운영
하고자 함
▣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1월10일,위원장:이태준의원,간사:김정문의원)
안건 :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 부결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2004년 10억원을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아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였으나,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51,300천원을 상환한 잔액 748,700천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
하여 부득이 보증기간을 재연장하여 (주)홍주미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6. 27)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와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본 안건은
부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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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 2008. 1. 29~2. 5 (8일)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 청취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과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함.

제162회 임시회 개회식

【주요안건 처리】
▣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 청취
내용 : 실,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 청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1월29일, 위원장김헌수의원, 간사김정문의원)
안건 : 홍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원안가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이 악화되어 농어촌지역에서 터미널사업 희망자가 없어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교통약자의 버스 및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영터미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실·과·단 직제순
및 사무분장 순서를 개정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호적법」
이 폐지 되고 대체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 사무의 명칭 변경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안건 :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규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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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1월29일, 위원장: 고철한의원, 간사: 김헌수의원)
안건 :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성 복원정비사업,결성농요 전수관 조성사업,홍성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2008년1월29일,위원장:이병국의원,간사:고철한의원)
안건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으로 주민보건위생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공공 하수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읍내,서부 중촌,서부 수룡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제163회 임시회 / 2008. 4. 15~ 4. 23 (9일)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선임,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홍성군
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결함.

제163회 임시회 현장답사

【주요안건 처리】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4월16, 20일, 위원장: 김정문의원, 간사고철한: 의원)
안건 :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홍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1996.11.30)로 지정된 우리지역의“결성농요”
를 전승 보존
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결성농요 전수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원 하고자 하며 결성농요 전수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결성농요 예능 보유자
및 전수교육 보조자의 농요 시연 등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농요보존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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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홍성군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증가하는 군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2005년 8월에 창단한 홍성군립무용단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으로 2007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행사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원의 더욱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단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원
구성을 경험과 실력에 맞게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함으로써
무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홍성군 도시 계획 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등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
안건 :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홍성군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기타업무를 전담토록 한 인력 및 수리차량의 증차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편성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소모성인 부품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독서문화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함.
▣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2008년4월15일,위원장:김원진의원,간사 김헌수의원)
안건 :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4월15일, 위원장: 김원진의원, 간사: 김정문의원)
안건 :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버스터미널 공영화사업,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취득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답사일시 : 2008. 4월17일- 4월22일(6일간)
답사대상 : 홍성목빙고외31개사업장
목
적 :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사항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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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임시회 / 2008. 6. 16~6. 23 (8일)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및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함.
제164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6월 17일, 위원장 : 이병국 의원, : 간사 고철한 의원)
안건 : 홍성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을 제정·시행하여 참전 유공자를 예우·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
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
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
하며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지방의원 자격으로 법령·조례
등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
안건 : 홍성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6월17,20일,위원장:임금동의원,간사:고철한의원)
안건 :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 원안가결
(주)홍주미트는 2007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중위등급을 받아 20억원(연리
3%이자)의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고 신용등급 6등급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으로 채무보증에 의거 20억원
(연리 3%이자)의 운영자금을 수령 (주)홍주미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2008의회소식

13

▣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6월16일, 위원장: 이태준의원, 간사: 김정문의원)
안건 :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승마장
건립사업,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학습장,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매입,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심의 결과 본 안 중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조성사업』은 제외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음
▣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6월 16일, 위원장 : 오석범의원, 간사 : 김헌수의원)
안건 : 문당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 원안가결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개년 사업이며, 1단계로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사업 추진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정상추진 권역에 2단계 사업
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2008년 제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년 6월 16일, 위원장 : 이종화의원, 간사 : 김헌수의원)
안건 :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년 6월 18일~6월 21일, 위원장 : 고철한의원, 간사 : 김정문의원)
안건 :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안건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수정예산안 포함) 중 세출에서만 1,517,200천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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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정례회 / 2008. 7. 1~7. 10 (10일)
2008년 7월 1일(화)부터 7월 10일(목)까지 10일간 2008 행정
사무감사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함.

제16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안건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년7월2일, 위원장김헌수의원, 간사이병국의원)
안건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원안가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정사항 : 세입예산 편성운용의 부적정 외 10건
안건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갈산 상촌 지구, 장곡 도산 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으로 갈산 상촌 지구는 2007년도에 장곡 도산 지구는 2008년도에 국도비를 일부 확보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부족됨에 따라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갈산
상촌 지구는 39억 1,900만 원, 장곡 도산 지구는 15억 7,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변경 승인하고자 함.
▣ 200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년7월3일~7월9일, 위원장: 이종화의원, 간사: 김헌수의원)
안건 : 2008행정사무감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실·과별 지적사항 : 총 80건
기획관리실 7건, 주민지원과 2건, 민원봉사실 2건, 문화관광과 9건, 자치행정과 11건,
재무과 4건, 농수산과 6건, 축산과 6건, 지역경제과 2건, 복지과 4건, 환경녹지과 6건,
건설교통과 4건, 재난관리과 1건, 도시건축과 7건, 수도과 2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3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건, 환경사업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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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 2008. 7. 15~7. 16 (2일)
2008년 7월 15일(화)부터 7월 16일(수)까지 2일간 홍성군 행정
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심사 의결함.

제166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7월 15일, 위원장 : 김원진 의원, 간사 : 김정문 의원)
안건 :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편 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개정된 기구
정원 규정에 적합한 홍성군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업무의 효율과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행정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군 조직개편,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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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 2008. 8. 5~8. 6 (2일)
2008년 8월 5일(화)부터 8월 6일(수)까지 2일간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 및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함.

제16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8월5일,위원장:이종화의원, 간사:김정문의원)
안건 :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 → 원안가결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충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있어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8월 5일, 위원장 : 김정문 의원, 간사 : 김헌수 의원)
안건 :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에 관계 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 및 소관사항을 정
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규제작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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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 2008. 8. 11~8. 14(4일)
2008년 8월 11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4일간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의결함.

제168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 8월 11일, 위원장 이태준 의원, 간사 고철한 의원)
안건 :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
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통일된 도로명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하려는 것임.
안건 :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2008년 7월 3일자 공포되어 개편 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
하고자 함.
안건 : 홍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방 조종 자동차 중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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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 2008. 9. 17~9. 25 (9일)
2008년 9월 17일(수)부터 9월 25일(목)까지 9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속비사업,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심사
의결함.

제16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2008년9월17일, 위원장: 임금동의원, 간사: 김정문의원)
안건 :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성 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하기 위함.
▣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2008년9월17일, 위원장: 오석범의원, 간사: 김헌수의원)
안건 :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상수도(은하) 신설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9월17일, 위원장: 이병국의원, 간사: 김원진의원)
안건 :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 원안가결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이 변경돼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승인된 한도
액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민자유치 한도액 및 추진계획, 개략
운영비 산출을 포함한 BTL사업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변경 의결하고자 함.
▣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답사일시 : 2008년 9월 18일 ~ 9월 24(7일간)
답사대상 : 전북익산시재래시장, 전남영광군불갑저수지, 전남영광군사료작물재배지, 홍성초등학교
등16개사업장
목

적 :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군정추진 사업을 점검하여 군정에 반영 민원 해소
및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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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임시회 / 2008. 10. 31~11. 7 (8일)
2008년 10월 31일(금)부터 11월 7일(금)까지 8일간 군정질문,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서해안 임해관광
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등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
▣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10월31일, 위원장: 김헌수의원, 간사이병국의원)
안건 :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읍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취득하고자 함.
▣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2008년10월31일, 위원장: 김원진의원, 간사: 김정문의원)
안건 :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 원안가결
1997년 10월 20일 홍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되어 시행 중인 서해안 임해
관광도로 사업을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나 2008년도 군비(23억원)
미확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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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제2차정례회/2008. 11. 25~12. 19 (25일)
2008년 11월 25일(화)부터 12월 19일(금)까지 25일간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 의결함.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원진 의원, 부위원장 : 김정문 의원)
안건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며 2008년 11월 26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건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의정활동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의원 국외여비 12,850천원에 대해 감액
정리하면서 신규로 구성된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4,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 국외여비 9,000천원을 감액 정리하고 자산취득비
4,000천원, 인건비 등 12,074천원을 증액 하였음.
안건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13억1천6백236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3.81%인 4천8백257천원이 증가하였음. 이중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 추진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운영 지원비는 5억9천8백852천원이고, 인건비, 행정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는 7억1천7백384천원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의원, 부위원장 김헌수 의원)
안건 :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
안건 :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배상 지원을 전담한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8. 12. 31에서 2009. 12. 31까지로 연장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홍성군 행정
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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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배상 지원을 전담한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일 까지로 연장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
안건 :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갈산 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오수처리장, 홍주성 복원사업, 호명학교터 복원,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 김좌진 장군 동상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취득코자 함.
안건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2008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9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액된 3,596억원으로 2.7%가 감액 회계별로 일반
회계 3,360억원, 특별회계 236억원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법적·의무적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하는 것임.
안건 :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융자금 2억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조정,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 8백 3십만원 예치금 조정
안건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홍성군 여성발전기금,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홍성군 신청사
건립기금,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안건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내년 예산안은 총 3,28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3,019억원보다 8.7%(264억원)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임금동 의원, 간사 : 이병국 의원)
안건 :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를 사용료만 부과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
안건 :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유가 등이 인상되어 수거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
축산농가에서 징수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 수수료로 포함 징수
하여 실질적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시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시켜 주어 가축분뇨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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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2008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9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액된 3,596억원으로 2.7%가 감액 회계별로 일반
회계 3,360억원, 특별 회계 236억원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법적·의무적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하는 것임.
안건 :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홍성군재난관리기금 3억 1천 3백 6십만 9천원을 명시이월 조정
안건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홍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안건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내년 예산안은 총 3,28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3,019억원보다 8.7%(264억원)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년 12월 11일 - 12월 18일, 위원장 : 이태준 의원, 간사 : 이병국 의원)
안건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9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액된 3,596억원으로 2.7%가
감액 일반회계 3,360억원 특별회계 236억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세입·세출재원을 조정
안건 :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융자금 2억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은
'07년도 사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3개소)이 '08년에 이월되어 예치금으로
회수된 3억 1천만원을 감액조정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8백
3십만원 예치금으로 조정하고자 함
안건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홍성군 여성발전기금,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홍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홍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안 건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009년 예산안은 총 3,283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3,019억원보다 8.7%(264억원)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3,872,94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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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정활동
1. 군정질문·답변
2. 결의안채택
3. 성명서채택
4. 사진으로본의정활동
5. 언론으로본의정활동

홍성군의회
Hongseong Gun Council

홍성군의회

군정질문 / 답변

Hongseong Gun Council

이규용 의장
1. 군비 지원사업 현황
Q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농협을 통하여 연3%

이자율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자부담과 담보능력 등의 사유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치 이하이므로 군비 지원사업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의 무이자로 대체
지원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A (군수)

소득지원 기금 대상 확정 통지를 받은 군민들은 융자금을 수령할 시 농협에 융자금액에 상당
하는 담보능력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융자금 사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에 도출되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주민소득지원기금을무이자로지원하고담보능력을하향하는등개선이필요함.

2.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Q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홍성읍의 공동화 예방과

해당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시기가 늦어지므로 공동화 예방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을 목포시의 공영사업단 구성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타기관에 주지 않고 군에서 사업소(혹은 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군에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 추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A (군수)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비 44억원을 내시하여 결정하였으나 지구 내 기반시설과 주변 도로
개설 등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의 추가 지원이 요구되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에 부족예산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사업단 이외에
별도 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충당은 우리군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소
설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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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답변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오석범 부의장
1.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
Q 우리 농촌은 농업질서의 엄청난 변화와 주요국가간 FTA체결, 유류값, 원자재

값 등 농자재 가격이 최저 30%에서 최고 120%까지 인상되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농업관련 예산액
10%이상이 증액되어야 하고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여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홍성군의 농축수산업 경쟁력확보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A (군수)

2007년도 농업 관련 예산이 495억 9백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9%가 증된 589억
5,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점차적으로 농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군 예산 총체적인
신장률에 비한다면 농업 예산에 신장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수준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농축수산 분야의 예산은 농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임.

2. 농가소득 증대 방안
Q 최근의 농촌경제는 국가간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농가부채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농외소득 비중이 낮은 취약한 농가소득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
으로 작목반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출하, 유통개선체계 등을
통하여 소농가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대책은?

A (군수)

현실적으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대상사업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2006년도부터
마을공동으로 운영되는 양잠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3개소의 전통한과 제조시설 지원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앞으로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상사업 발굴을 통하여 농외소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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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1.홍성 구도심 공동화 예방과 관련하여
Q 도청이전으로 가장 기대했던 홍성의 성장동력 역할보다는 오히려 홍성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후퇴하여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2008년
3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관련법 제정에
따른 시행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도청이전 신도시와 기존 도심간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자칫 잘못하면 원도심이 도청이전 신도시로 발전축이 쏠려 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A (군수)

도청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지원 사업은 충남도에서 추진 중으로 홍성군 별도의 조례
제정 사항은 아니며,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등을 견학하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으며, 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공동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기존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홍성군 관리계획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활용토록 하겠음.
2.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Q 홍성예산이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의 규제를 풀어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는 호기를 접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홍성과 예산에 대한 교육관련사업에
반영되는 내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인프라가 도청신도시 내에만 치우칠
우려가 제기되어 홍성과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군의 대응 전략은?
A (군수)

원도심 고등학교의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교육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특구의 교육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충남도, 도교육청,
홍성교육청과 홍성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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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답변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김정문 의원
1.도시계획사업 지구 내 개선 대책
Q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에도 홍성군은 도시미관 관리 조례가 미제정되어 도시
구역내는 신축 및 기존건물 등 상가의 증가에 따라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을 비롯한 간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군의 대책은?

A (군수)

홍성군 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경관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내년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득해서 충남도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경관
조례를 제정 공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지역 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할 때 간판 같은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Q 홍성군에는180여명의 이주 결혼 여성이 생활하고 있으나 한글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가족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민자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문화적 지체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단체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A (군수)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 양육능력 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과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사회참여 교육 실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 지원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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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1. 장항선 철도의 광천역사 위치
Q 장항선 철도 노반개량사업과 복선화사업이 홍성역까지는 마무리 되었으나 신

성역과 청소역간의 18.7㎞의 노선과 광천역사에 대한 계획이 8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어 광천의 먹거리타운 조성, 재래시장 개발, 광천산단조성, 동북부 우회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군의 대책은?

A (군수)

현재 제일엔지니어링과 서울대학교에서 미개량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며,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장항선 직선화 및 복선화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빨리 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이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 공포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도 대응할 계획임.

2. 광천 옹암리 젓갈마을 개발
Q 광천읍 옹암리는 천연숙성실인 토굴이 30여개나 있으며 광천젓갈과 김은 오랜 역사와

명성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군의 관심부족으로 강경젓갈시장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앞서지 못하는 상태임.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예를 보면 전북 순
창의 고추장과 관련한 발효식품을 단지화한 장류연구소,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 등 체
험과 마케팅의 기반을 넓혀 관광자원화하고 있음. 관련하여 우리 홍성군에서도 광천 옹
암토굴 관광화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A (군수)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내포문화권 특정지구개발사업에 옹암포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같이 병행 추진하고, 현재 광천
옹암리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토굴새우젓촌 건설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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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답변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이태준 의원
1. 경영전문가 및 변호사 채용 제도
Q 지방행정에도 경영전문가(CEO)를 채용하여 경영마인드에 의한 경영분석, 경영

평가, 경영사업구상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행정공무원과 군민들을 위한 법률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한 차원 높은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경영전문가를 채용활용할 용의는?
A (군수)

날로 늘어나는 주민편익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목적을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지방조직과 정원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주민과 지자체 모두 감내해야 하는
고통 분담의 부분이며, 전문가 개방형은 해 볼만 하나 법률가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채용 시 인건비가 차이가 있어 의문이 가는 바 현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보이며, 향후 법률, 경영, 기술분야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가 채용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이용 활성화 대책
Q 극심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날로 늘어만 가고 유류소모와
더불어 차량 유류비 등의 증가로 군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절대적인 사항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27%, 덴마크
19%, 독일 10%, 일본 15%로 우리 군도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효과와 자동차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하천제방을 이용한 읍·면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이용 활성화 대책은?
A (군수)

앞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 설치로 생활권 중심가인 도심
지역에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업비 및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추진하며, 또한 홍성 시가지에서 신도청 간 도로계획, 새로운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전거이용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자전거 이용 시설
연도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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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의원
1. 사료작물 확보 장기대책과 액비화 방안
Q 우리 군의 축산규모는 한우 5만8천두 돼지 46만두의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축산환경을 살펴보면 원료인 곡물 등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최근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과 곡물에 대한 식량 자원화로 가축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
으로 축산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홍성군에서는 영양보리, 새쌀보리, 검정보리
등 청보리재배와 가축분뇨 액비를 발효시켜 퇴비 활용 등으로 홍성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홍성군의 사료확보 장기대책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액비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A (군수)

세계 곡물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엔떼베주를 방문한 바 있고 홍성축협과의
긴밀한 협의로 옥수수 도입 사업을 추진 저렴하게 사료 원료를 확보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 하며, 조사료 재배단지를 500헥타 이상 확보하여 안정적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성 무량리에 액비생산 처리장 1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2009년도에도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1개소를 확대할 계획임.
2.홍양저수지 주변 관광휴양 개발 계획
Q 홍양저수지는 홍주성, 용봉산과 연계되고 신도청 소재지와도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민의 쉼터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녹조현상에
따른 수질악화와 진흙 등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최근 물고기가 떼죽음음 당한 사례도
있었음. 특히 홍양저수지는 1970년대 이후로 농업용수와 낚시터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오다가 개발이 중단되면서 농업용수로서의 단순
기능밖에 하지못하고 있음. 영광의 불갑저수지나 아산 신정호처럼 저수지 주변에
수변공원화 및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군에서는 주변 관광휴양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A (군수)

홍양저수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며, 홍성군 관광 종합개발기본계획에 홍양저수지와
퇴뫼산의 자원성, 인근 관광지 및 문화유적 등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12년에 실시하는 제5차 충남권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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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답변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임금동 의원
1.김좌진 생가 주변 정화
Q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 유적지는 연간 8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나라사랑교육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음. 2007년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기본 정비계획에 의한 활터 조성, 승마장 조성, 기념비 이전, 주차장 조성,
지피식물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선 생가지 주변지역의 토지
주택에 대한 매입계획이 수립되고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홍성군의 생가주변 개발을 위한 토지 및 주택 매입계획은?

A (군수)

생가지 주변 정화에 민가 10동, 토지 49필지에 49,513평방미터로 약 20억 원이 소요되므로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요구해 놓고 있으며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추진을 하되 한번에 다
매입이 못된다 하면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백야 장군 사당 앞에 있는 논, 하천, 제방을 경계로 한
토지는 전부 매입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매입 추진하겠음.

2. 홍성IC 진입로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
Q 홍성IC 진입로는 홍성과 안면도를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터체인지 주변농지를 활용하여 홍성관광 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농어민 등의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홍성군의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과 군에서 추진할 용의는?

A (군수)

농지법에서는 농업생산자단체 이외의 자에게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판매 시설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농업생산자단체가 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부지면적 3,000평방미터
미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홍성IC 주변에 농업생산자단체의 농산물 판매 시설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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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 의원
1.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추진 계획
Q 홍성군은 2002년부터 사용하여 오던“풍요로운 홍성”을 2008년부터

“미래로”로 변경하였음. 그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내포천애”를
확정하여 홍보하고 있음. 브랜드 및 슬로건의 잦은 변경과 유사·중복 사용으로
인해 군민 및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정책의 목적인
브랜드파워 형성이 추진단계부터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군수)

미래로는 도시브랜드로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사용하게 되며 아름다움, 무한한
가능성, 교통 요충지 이런 사항을 담은 것으로 충분하게 홍보해서 내포천애와 미래로 홍성을 연계
해서 홍보하고 군민들이 적극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2.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Q 군은 300억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적자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기 민간투자된 월산 스포랙스 스포츠
시설은 경영상 문제로 문을 닫았으며, 시내에 있는 스포츠시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신도청도시와의 연계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며“노인의료스포츠”로의
특화 및 컨벤션기능 추가 등 설계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A (군수)

저희 지역에 컨벤션센터라든가 회의실이 없어 어려움이 많고 외지에서 어떤 회의를 유치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으로 이번 계획에 회의실을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면적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
하겠으며,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숙박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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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답변
Information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김헌수 의원
1. 도청이전개발에 따른 소요재원
Q 우리 군의 2009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는 65건에 1,534억원으로 책정되었

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의 중앙 및 관계부처를 방문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의 국내외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문이 됨.
우선 도비의 경우 도청이전, 행복도시건설 지원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으로 인하여 시군 지원분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54건에 7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군에서는 정치권 및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홍성군의 국도비확보 계획과 지방비 부담액 중 우리 군의 재원확보 대책은?
A (군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으로 국도비의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안사업 협력단 및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 공조체제를 구성,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친환경 기업체 유치대책
Q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는 239개의 등록기업체 중 170여

회사가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체로
지역민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에는 일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따라서 군에서는
홍성군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근의 예를 보면 예산군에서는 보령제약을 대상으로 10여년 동안 꾸준한
접촉을 통하여 예산농공단지에 15만㎡의 공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홍성군
에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친환경 기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
지?
A (군수)

광천 김 육성을 위하여 광천 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홍성 일반사업단지와 갈산2
전문농공단지를 조성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먼 업종을 유치토록 하는 등 특화단지, 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공해가 적게 발생하는 도시형 첨단업종을 생산하는 기업체
유치에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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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
홍성군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홍성군 생산 축산물 사용권장 결의안
최근 수입쇠고기 검역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광우병 위험부위가 이전에 수입이 금지
되었다가 이번에 제한없이 수입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한우를 비롯한 양돈등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관련 기반산업이 타 시군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와 더불어 조사료값 등의 폭등으로 축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의회 10명의 의원들은 홍성군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과 축산업의 안정적 수급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홍성군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 시설에서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군생산 축산물을 적극 권장한다.
하나,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사업, 기타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억제하고 홍성군 생산 축산물을 이용
한다.

2008. 8. 14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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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채택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지방경제 말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하여 우리 홍성군의회는10만 홍성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경제 피폐로 인해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지방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유가의 지속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농업.축산업.어업인
모두가 시름과 걱정에 앞으로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번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철폐로 국토의 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
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우리 홍성군은 서해안 중심도시 및 도청이전 지역으로서 지방
경제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反 지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10만 홍성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이라는 미명하에 지방경제를
죽이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당초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 해소 및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08. 11. 7.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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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방지 심포지엄

홍성·예산교육특구 지정신청 주민공청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성명서 채택 및 규탄대회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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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방문 의정교류

종로구의회 방문 의정교류

홍성군청소년자치위원회 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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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고건축물을 이용한 동사무소 활용사례 견학(서울시 성북구 혜화동사무소)

파주시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비교시찰

홍성군의회 의정연수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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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현장답사( 전남 목포 도청이전사업)

제167회 임시회 현장답사( 산촌 종합개발사업)

제167회 임시회 현장답사(전남 영광축협 청보리발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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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홍성상설시장 개선사업)

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광천시장 개선사업 점검)

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수리바위 공원화사업 )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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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금마 화양리 배수로 개선)

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광천읍 매현리 도로확장)

제169회 임시회 현장답사(홍성상설시장 개선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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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홍성신문 3. 17

홍성신문 2008. 4. 14

대전투데이 3. 17

홍성신문 7. 7

충청투데이 8. 5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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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8. 18

충남투데이 9. 3

홍성신문 2008. 9. 12

대전일보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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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9. 29

홍성군의회 | Hongseong Gun Council

홍성신문 11. 10

홍성신문 11. 17

동양일보 11/ 5

충남일보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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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문화

Culture of the Hongseonggun

History of Hongseong-gun

홍성의 역사

홍성의 역사

History of Hongseong-gun

Ⅰ삼한시대Ⅰ
삼한의 감계비리국(監奚卑籬國)

Ⅰ백제시대Ⅰ
고막부리현(古莫夫里絃)이였으며, 백제 부흥운동 당시 주류성(周留城)에 속함.

Ⅰ통일신라시대Ⅰ
지심주로써 9개현을 관할함.

Ⅰ고려시대Ⅰ
서기 995년(成宗 1년) 운주(運州)로 바뀌어 결성군까지 통합 도단련사(睹鍛練使)를 설치
서기 1012년(顯宗 3년) 지주사(知州事)를 두고
서기 1018년(顯宗 9년) 홍주(洪州)로 개칭
서기 1371년(恭愍王 20년) 牧으로 승격 목사가 다스리게 함.

Ⅰ조선시대Ⅰ
홍주목(洪州牧)이 있었으며,
서기 1413년(太宗 13년) 결성현을 설치함.
서기 1895년(高宗 32년) 충남을 공주부와 홍주부로 나누고 홍주부(洪州俯) 밑에 두어 인근
22개군을 두었음.
서기 1897년(光武元年) 행정구역 개편시 홍주군과 결성군으로 함.

Ⅰ광복이전Ⅰ
서기 1914년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쳐 홍성군(洪城郡)으로 개칭하여 11개면을 관할함.
서기 1941년 홍주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1읍 10면을 관할
서기 1942년 광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읍 9개면을 관할

Ⅰ역사의 인물Ⅰ
최영장군,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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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문화

홍성 8경

Culture of the Hongseonggun

●

제1경

제5경

용봉산

오서산

용봉산은 높이는 낮지만 주변

오서산은 충남 서북부 최고봉

전경이 수려하고 기암 괴석이

으로 정상을 중심으로 약2km의

수석 같으며, 제2의 금강산이라

주능선이 온통 억새밭으로 이루

칭할 정도로 여느 명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산 전체가 바위산

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산 아래로는 질펀한 해안평야와 푸른 서해바다

이며, 산의 중턱에 백제시대의 고찰 용봉사와 고려시대 불상인 마애석불

가 한눈에 들어와 한적하고 부용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또한 고려

등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대운대사가 창건한 정암사가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제6경

제2경

남당항

홍주성과 여하정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

홍주성은 최장 1,772m에 달하
였으나 810m만 현존하며 성내

우러진 제1종항으로 대하, 우럭,

관아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새조개, 까나리, 새우, 기타 장어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만이 남아있다. 여하정은 고종 33년 홍주목

등이 풍성하여 남당항으로 횟집이 산재하고 있어 연중 미식가들이 즐겨 찾

사 이승우가 신축한 이래 역대 홍주목사들이 정사를 구상하며 휴식을 취하

고 있는 홍성 유일의 바닷가 관광명소이다. 또한 매년 9,10월에 대하축제가

였던 곳으로 목조기와의 6각형으로 된 수상정이다. 외래관광객들이 홍성을

열려 미식가들이 이곳을 찾아 싱싱하고 담백한 대하를 시식하며, 관광객이

방문하였을때 빼놓지 않고 보는 곳이기도 하다.

연중 찾고 있는 곳이다.

제3경

제7경

만해생가

백야김좌진장군생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였던 백

일제 식민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이며 승려이고 시인인 한용운선

야 김좌진장군이 태어나고 성장

생께서 고종 16년에 태어난 곳이

한 곳으로 1991년부터 성역화사

다. 생가는 앞면3칸, 옆면 2칸 규모의 초가인데 양옆으로 1칸을 달아내어 광

업을 추진하여 본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하고 관리사 및 전시관, 사당등

과 헛간으로 사용하고 울타리는 싸리나무로 둘렀으며 바깥에 흙벽돌로 화장

이 건립하여 1일 방문객 300여명이 찾아와 김좌진장군의 삶을 배우는 역사

실을 만들었다. 이후 생가 좌측 뒤편에 사당과 삼문을 신축하였으며, 사당

의 현장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곳이다.

전면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개축하여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다.

제4경

그림이있는정원(매현농원)

제8경

궁리포구
광활하게 편쳐진 천수만을 앞

광천읍 매현리 산85-4에 위치

에 두고 있으며 갯벌 체험등을

하고 있는 매현농원을 76,364㎡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어 많은

의 개인 수목원으로 각종 수목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일

화훼류등 50종 6만여점이 조성되어 평일 500명, 주말 2,500여명이 찾고 있

몰과 일출을 동시에 바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천수만을 끼고도

으며, 연중 수목 관광을 위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시시설, 편의시설,

는 임해관광도로의 경치가 일품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환상적이다. 이곳에서

녹지 및 기타시설등으로 구성되어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은 볼거리를

잡히는 어종으로는 대하, 새조개, 붕장어(아나고)등이 있다.

제공하고 있다.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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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특산품

충남 전체를 아우르며 포용하는 내포 (內浦) 지역의 중심과 천애 (千愛, 天涯)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수·임산물 등 많은 종류의 농특산물을 표현, 소비자들에게 토속적이며 전통적인 따뜻한 이미지 표현

광천토굴새우젓
& 재래맛김
대하
대하는 부드러운 육질과 화
려한 모양으로 보는 것까지
즐겁다. 칼슘과 필수아미노
산이 풍부한 고단백, 고칼로
리 영양식품으로 남당항과
궁리포구에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추석전후를 시작으로 겨울철까지 남당항 일대에서는 그 참맛을 즐
기려는 많은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새조개
조개의 속살이 새의 부리모
양과 닮았다 하여 새조개로
불리우는데 크기는 아이들의
주먹크기로 겉은 피조개와
비슷하다. 채취시기는 11월부
터 다음해 3월까지로 천수만
해역에서 많이 잡힌다. 단백질 등 영야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아주 쫄깃거
리다. 겨울철 대표적 별미식품으로 남당항과 궁리포구 일대에는 미식가들
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리농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
지 않고 청둥오리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와 순수 유기농
농사방식으로 생산하는 쌀로
전국적으로 절찬리에 판매되
고 있다. 또한 청둥오리고기
를 생산하여 일석이조의 요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흑
미는 그 맛이 일품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의 뜨거운 홍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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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굴에서 숙성이 잘된 새우
젓으로 단맛이 나고 살이 단
단하며 젓국물이 희고 맑다.
겨울철에 더 각광받는 이유
는 활석암반 토굴속에 1년여
동안 숙성·보관한 뒤 이듬해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다. 즉 천연 자연발효방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념이 속살까지 배어들어 독특한 맛이 나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농축된 무공해 자연식품이다. 광천에서 판매되는 재
래맛김은 갯벌의 생산시설에서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는 태양빛
을 충분히 쪼이면서 자라난 김으로 맛이 향긋하고 감칠맛이 나며 영양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과 노화방지에 최고의 식품이다.

홍성 한우고기
친환경 축산시설로 생산되는
1등급의 한우고기 요리는 홍
성 어느곳에서나 맛볼 수 있
는 홍성 최고의 특산품으로
이미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홍성 돼지고기
& 토굴햄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사료작물 및 영양가가 풍부
한 먹이를 사용하며, 현대식
시설로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홍성 산 돼지고기
는 이미 전국에서 인정받는 육질을 자랑하는 만큼 아주 담백한 맛을 자랑하
고 있다. 또한 토굴햄은 토굴에서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용하여 오랜기간 동
안 숙성시켜 출하하는 햄으로 특별식과 고급 안주로 유명하다.

홍성군의회
Hongseong Gun Council

홍성군의회 홈페이지 안내 Information
http://council.hongseong.go.kr

Of
The
Hongseong County Council

제5대의회개원과함께새롭고알차게
개편된홍성군의회홈페이지를통해
군민여러분들이보다쉽게의회에대한
정보를습득할수있습니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자료실등을
통해의회관련자료를
찾아볼수있고, 열린마당을통해
의정에참여할수있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http://council.hongseong.go.kr
홍성군의회는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록 관리의 체계화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홍성군의회 개원으로 시작된
제1회 임시회부터 현재 현재까지 수록돼 있으며,
회의별, 회기별, 연도별, 항목별, 색인어,
의안, 의원별 등 조건별로 회의록 검색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08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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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 병풍바위]

의회방청안내
홍성군의회는 항상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은 군민의 의회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 전 과정을 기켜봄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안내 : ☎630-1921】

의회 홈페이지:www.council.hongseong.go.kr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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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041)63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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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1)630-1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