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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장 김덕배 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
7대 홍성군의회는 지난 2년동안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
는 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홍성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홍성군의 힘찬 도약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낮
은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군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
갈 것이며,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일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
하는 「열린 의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의회」, 화
합과 존중을 통한 「성숙한 의회」를 구현해 군민 여러분께 사
랑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막 창간호를 내고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홍성군의회
⪮ᖒǑ᮹⫭᮹ᰆʡ႑

의정소식」이 군민과의 소통의 장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매개
체로써 군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홍성군의회 의정소식」 발간을 통해 군민의 진솔한 의
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신
뢰를 받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의회 의정소식」 창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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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໑

축간사

힘찬 도약
희망 홍성

홍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10만 군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게 될 「홍성군의회 의정소
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 소식지 창간 준비
를 해주신 군의원님들과 군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하면서, 군민의 욕구는 지역사회 발전
은 물론, 군민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보살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생활현장을 누비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
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을 펼치며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오셨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발전하는 조직의 필수 요소 입니다. 새롭게 선
보이는 「홍성군의회 의정소식」에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사

⪮ᖒǑᙹʡᕾ⪹

항을 가감 없이 담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군민의 사랑 속에 의정소식지가 날로 성장 발전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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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료 의원님들

ᯙ░ቑ

갈 선진의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 성원으로 홍성군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
무를 부여받은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첫째, 당면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기쁨이자 영광이었지

‘일하는 의회’ 를 만들겠습니다.

만 충남의 신(新)중심지 홍성군의 도약과 발전
을 위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

현재 홍성군은 시 승격 문제, 내포신도시 조성

민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군청사 이전, 장항선 광
천역사 선정 등 당면한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홍성군은 천년 역사 중 가장 큰 변화의 시

상황입니다.

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는 각종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수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포

치거나 모자람 없이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신도시 개발이 당초의 계획만큼 활성화 되지 않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고 원도심인 홍성읍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도
청이전으로 군민들께서 꿈꿔왔던 홍성 전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성장,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침
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어
려워지고 군민의 삶의 질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민의 뜻을 거스르거나 공익(公益)을 해하는 일

이에 제7대 후반기 홍성군의회는 대내외적 위기

을 추진한다면 홍성군의회는 단호하게 이에 대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

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화되고 서민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경제 살리기에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혼신의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홍
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든

앞으로 제7대 후반기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의 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일하는 의회’를 구

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

현해 나가겠습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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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를

이밖에도 민원 발생 지역 및 사업 현장 등 생활

실천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군민에게 듣고 현
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스마트 홍성군의회’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군민과의 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

통은 필수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군

습니다.

민과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합니다.

셋째, 역량을 강화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의회’ 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현안
사업장 176개소를 직접 방문해 군민의 애로사

홍성군 한해 예산이 2014년 4천억원을 돌파한

항과 요구를 듣고 집행부에게 대안과 해법을 제

이후 2년 만에 5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예산규모

시·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은 점차 다양화·전문화 되

또한 군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

고 있어 갈수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는 전면 재구축 사업을 추진해 군
의회에서 열리는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복잡

등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접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 위해서도 의회의 역량강화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 소식지를 발간해 다양한 의

이를 위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

회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해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정책토론회 및 정책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분

할 것입니다.

석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듯
이 한곳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이 배운 상식에만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의정연수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Ⱂ실
시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이나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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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나가겠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

습니다.

히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
습니다.

넷째, 화합과 존중을 통한 ‘성숙한 의회’ 를
구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
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의 세월이 흘러 어엿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거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역의 현안문제나 각종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

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공감을 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

고 계십니다.

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이젠 청년의 지방자치가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

나가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
다도 중요합니다.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라는 지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위를 이용해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현장의
목소리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인

지방자치의 성공 열쇠는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인 참여와 관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의회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그리고 질책과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
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화
합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군민의 진
솔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생

우리 홍성군의회는 군민께서 주신 권한과 지위

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

를 남용하지 않겠으며 갈등과 반목이 있는 민원

니다.

생활현장에서 원칙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화합과 존중이 통하는 성숙한 지방자

홍성군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

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

또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

분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

고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겠으며, 의회 본연의

니다. 감사합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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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본 의원 현황

•의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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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ݡၹʑ⪮ᖒǑ᮹⫭ᬱǍᖒ⩥⫊
의장단

᮹ᰆʡ႑

ᇡ᮹ᰆၶอ

⪮ᇢ·ɩษ
iᔑ·Ǎ⧎

ᮡ⦹·đᖒ·ᕽᇡ

의회운영
위원회

᭥ᬱᰆᮅᬊš

ᇡ᭥ᬱᰆ↽ᖁĞ

᭥ᬱၶอ

᭥ᬱႊᮡ⯍

᭥ᬱʡ⨭ᙹ

Ų·⪮࠺·ᰆł

⪮ᖒᮮ

ᮡ⦹·đᖒ·ᕽᇡ

እಡݡ⢽

⪮ᖒᮮ

᭥ᬱᰆႊᮡ⯍

ᇡ᭥ᬱᰆᯕᔢɝ

᭥ᬱၶอ

᭥ᬱ↽ᖁĞ

እಡݡ⢽

⪮ᖒᮮ

ᮡ⦹·đᖒ·ᕽᇡ

⪮ᖒᮮ

᭥ᬱᰆʡ⨭ᙹ

ᇡ᭥ᬱᰆᮅᬊš

᭥ᬱᯕᄲǎ

᭥ᬱᯕᖁɁ

᭥ᬱ⫊⩥࠺

⪮ᖒᮮ

Ų·⪮࠺·ᰆł

⪮ᇢ·ɩษ
iᔑ·Ǎ⧎

ᮡ⦹·đᖒ·ᕽᇡ

Ų·⪮࠺·ᰆł

총무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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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의원

김덕배
홍성군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᮹ᬱ
ᗭ}

•
•
• 
•LECB!OBWFSDPN

제7대 홍성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저 스
스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제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합
니다.

프로필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홍성군의 발전과 군
•ᱥ ⪮ᖒǑ᮹ᬊᗭႊݡᩑ⧊⫭ᰆ
•ᱥ ⪮ᖒǑᰍ⨆Ǒᯙ⫭ᯕᔍ
•⪮ᖒǑℕᮂ⫭Łྙ
•∊ԉၽᱥ⩲᮹⫭᭥ᬱ
•⩥ ⪮ᖒǑ᮹⫭᮹ᰆ

민의 행복을 위해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한다면 군민에게 신뢰와 믿
음을 줘 홍성군의회의 위상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안과 해법을 제시
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 봉사
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조례 발의

•⪮ᖒǑ☖⧊šญʑɩᖅ⊹ၰᬕᬊ᳑ಡᱥᇡ}ᱶ᳑ಡ
•⪮ᖒǑᅕ⧪ǭ⪶ᅕၰᅕ⧪⪹Ğ}ᖁᨱš⦽᳑ಡᯝᇡ}ᱶ᳑ಡ
•⪮ᖒǑיᯙ᳦⧊ᅖḡšᖅ⊹ၰᬕᩢ᳑ಡ
•⪮ᖒǑࠥĥ⫮᳑ಡᯝᇡ}ᱶ᳑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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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
의원

박 만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홍성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것



 
QBSL!IBONBJMOFU

᮹ᬱ
ᗭ}

은 김덕배 의장님과 함께 의장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책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앞으로 저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
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수시로 군민들이 계시는 민원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ᱥ ḡႊ⧪ᱶŖྕᬱ
ᱥ Ǎ⧎໕ᰆ
ᱥ ᕽᇡ໕ᰆ
ᱥ đᖒ໕ᰆ
⩥ ⪮ᖒǑ᮹⫭ᇡ᮹ᰆ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열린 자세
로 귀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례 발의

•⪮ᖒǑa⇶ᱥᩝᄲᩩႊၰḡᬱ॒ᨱš⦽᳑ಡ
•⪮ᖒǑྜྷ᮹ᰍᯕᬊⅪḥၰḡᬱᨱš⦽᳑ಡ
•⪮ᖒǑ᮹⫭ᗭḡၽ⧪ᨱš⦽᳑ಡ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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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ᬱ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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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지역 살림꾼
의원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입니다.

᮹ᬱ
ᗭ}

•
•
• 
•Z!IBONBJMOFU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의원이 된 이래 항상 초심을 잃지 않
고 군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
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잘못
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홍성군의회가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도청이전

•ᱥ ḡႊ⧪ᱶŖྕᬱ
•ᱥ ⪮ᖒǑᦉ⩲⫭ᰆ
•ᱽ⪮ݡᖒǑ᮹ᬱ
•ᱽ⬥ݡၹʑᇡ᮹ᰆ

으로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홍성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의정을 실현할 할 수 있는 의정 여건과 기틀
을 다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살림꾼으로 항상 군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으며 많
은 고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례 발의

•⪮ᖒǑ᮹⫭᮹ᬱ᮹ᱶ⪽࠺እ॒᮹ḡɪᨱš⦽᳑ಡᯝᇡ}ᱶ᳑ಡ
•⪮ᖒǑʑᨦᯙᩩᬑၰʑᨦ⪽࠺ḡᬱᨱš⦽᳑ಡ
•⪮ᖒǑᯱᬱᅪᔍ⪽࠺ḡᬱ᳑ಡᯝᇡ}ᱶ᳑ಡ
•⪮ᖒǑℎᗭ֥ᙹಉšᖅพၰᬕᩢ᳑ಡᯝᇡ}ᱶ᳑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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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헌신
의원

방은희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홍성 군민 모두가 밝고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
록 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LE!IBONBJMOFU

᮹ᬱ
ᗭ}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서비스 향상과 가족정책,
보육정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항상 관심

프로필

을 갖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ၝᵝ⠪⪵☖ᯝᯱྙ᭥ᬱ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하
신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 행복한 홍성, 살기 좋은 홍성 건설을

ᱥ ∊ԉᩍᖒ݉ℕ⩲᮹⫭⫭ᰆ
ᱥ ⪮ᖒǑᩍᖒ݉ℕ⩲᮹⫭⫭ᰆ
ᱥ ∊ℎԉࠥᔩษᮥᇡ֡⫭ᰆ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발의

•⪮ᖒǑᩢᮁᦥᅕᮂ᳑ಡᯝᇡ}ᱶ᳑ಡ
•⪮ᖒǑ᮹⫭᮹ᬱ᮹ᱶ⪽࠺እ॒᮹ḡɪᨱš⦽᳑ಡᯝᇡ}ᱶ᳑ಡ
•⪮ᖒǑᇢ⦽ᯕ┩ᵝၝᱶ₊ḡᬱᨱš⦽᳑ಡ
•⪮ᖒǑℎᗭ֥ᔢݕᅖḡᖝ░ᖅ⊹ၰᬕᩢᨱš⦽᳑ಡ
•⪮ᖒǑᩍᖒ⫭šᬕᩢ᳑ಡ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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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없는
세상,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의원

김헌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풍요롭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신
장본인들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᮹ᬱ
ᗭ}

•
•
• 
•LLLTLLLT!IBONBJMOFU

아직 습관적 경쟁의식으로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
금씩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면 또 다른 행복
을 찾으실 줄 확신합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계단을 올라 가시기 바랍

프로필

니다. 이미 우리 앞에 행복이 와 있는데 그 행복을 깨치고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그 속임의 본체는 은연중 늘어놓는 크고 작

•ᱥ ḡℕᰆᧁᯙ⩲⫭⪮ᖒǑḡ⫭ᰆ
•⪮ᖒᖒđƱ⫭ᰆಽ
•ᱽ⪮ݡᖒǑ᮹ᬱ
•ᱽݡᱥၹʑᇡ᮹ᰆ

은 불평불만과 원망입니다.
군민 여러분!
부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날마다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이 활짝 웃
으시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 하시면서 진정한 행복
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

•⪮ᖒǑŖ࠺ᵝ┾šญᇥᰢ᳑ᱶ᭥ᬱ⫭Ǎᖒၰᬕᩢ᳑ಡᯝᇡ}ᱶ᳑ಡ
•⪮ᖒǑ⨭⩩ᰆಅ᳑ಡ
•⪮ᖒǑࠥaᜅŖɪᔍᨦᅕ᳑ɩḡᬱ᳑ಡᯝᇡ}ᱶ᳑ಡ
•⪮ᖒǑ}ᯙ┾ᬕᘂᔍᨦ᧲ࠥၰᔢᗮᨱš⦽᳑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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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않은
건강한
농촌지킴이
의원

이병국

어느덧 의정활동을 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이권 개입과 청탁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서민 곁에서 가장 낮은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지런



 
CLMFF!OBWFSDPN

᮹ᬱ
ᗭ}

하고 성실하게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촌이 고령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어려

프로필

운 시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농촌의 소득증대와 군민
이 행복하고 건강한 홍성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ᱥ ɩษ໕ℕᮂḥ⯆⫭ᰆ
ᱥ ⪮ᵝᯕ᪉ᜅⓕ⫭ᬱ
ᱽ ⪮ݡᖒǑ᮹ᬱ
ᱽݡᱥၹʑᇡ᮹ᰆ

처음처럼 변치 않는 열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

•⪮ᖒǑ⊽⪹Ğᨕᨦᮂᖒၰḡᬱᨱš⦽᳑ಡ
•⪮ᖒǑࠥಽ᪡݅ෙᖅ᮹ᩑđᨱš⦽᳑ಡᯝᇡ}ᱶ᳑ಡ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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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ᬱᗭ}

ᩕฑ᮹⫭⪮ᖒǑ᮹⫭

군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직하고
따뜻한 이웃
의원

이상근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᮹ᬱ
ᗭ}

•
•
• 
•KFJMCPPL!IBONBJMOFU

프로필

•ᱥ ⪮ᖒǑᅝย⩲⫭ᰆ
•ᱥ ℎᬕ⦺ݡƱ௹Ʊᙹ
•ᱽ⪮ݡᵝᯕ᪉ᜅⓕ⫭ᰆ
•ᱽⰒݡǑ᮹ᬱ
•ᱽݡᱥၹʑ᮹ᰆ

특히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민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
기 위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으며 내 자신
보다는 군민을 위한 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인이자 정직한 사람,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
가고 싶고 항상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홍성군의회 의원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

•⪮ᖒǑđᔑáᔍ᭥ᬱᖁᯥၰᬕᩢᨱš⦽᳑ಡᯝᇡ}ᱶ᳑ಡ
•⪮ᖒǑ᮹⫭ᔍྕʑǍᖅ⊹ၰḢᬱᱶᙹ᳑ಡᯝᇡ}ᱶ᳑ಡ
•⪮ᖒǑ᮹⫭᭥ᬱ⫭᳑ಡᯝᇡ}ᱶ᳑ಡ
•⪮ᖒǑ᮹⫭᯦ჶ⻱ჶශŁྙᬕᩢᨱš⦽᳑ಡᯝᇡ}ᱶ᳑ಡ
•⪮ᖒǑ᮹⫭⧪ᱶᔍྕqᔍၰ᳑ᔍᨱš⦽᳑ಡᯝᇡ}ᱶ᳑ಡ
•⪮ᖒǑ᮹⫭⫭ʑ᪡əᬕᩢ॒ᨱš⦽᳑ಡᯝᇡ}ᱶ᳑ಡ
•⪮ᖒǑ᮹⫭ᨱ⇽ᕾⰒݖᄡ⧁ᙹᯩ۵šĥŖྕᬱ᮹ჵ᭥ᨱš⦽᳑ಡ
ᯝᇡ}ᱶ᳑ಡ
•⪮ᖒǑ᮹⫭᮹ᬱᔢ⧕॒ᅕᔢɩḡɪᨱš⦽᳑ಡᯝᇡ}ᱶ᳑ಡ
•⪮ᖒǑ᮹⫭᮹ᬱ᮹ᱶ⪽࠺እ॒᮹ḡɪᨱš⦽᳑ಡᯝᇡ}ᱶ᳑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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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ᖒǑ᮹⫭

⧉̹⦹۵⪮ᖒ
ᝁၼ۵᮹⫭

᮹ᬱᗭ}

ᩕฑ᮹⫭⪮ᖒǑ᮹⫭

언제나 겸손하고
합리적이며
성실한 군민의
동반자
의원

이선균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
행하여 군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TVO!IBONBJMOFU

᮹ᬱ
ᗭ}

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의

프로필

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그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10만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ᱥ ɩ᪅šŲݡ⢽ᯕᔍ
ᱥ ∊ℎԉࠥšŲ⩲⫭ᰆ
∊ℎԉࠥ⇶ᱽᮂᖒ᭥ᬱ

언제나 겸손하고 합리적이며 성실한 정치인이 되고자 마음 깊이 새
기고 다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
니다.
조례 발의

•⪮ᖒǑᔾ࠺ྜྷ⦝⧕ᩩႊᖅᖅ⊹እᬊḡᬱၰ⦝⧕ᅕᔢ᳑ಡ
ᯝᇡ}ᱶ᳑ಡ
•⪮ᖒǑŁಚᩢᖙᨦᯙḡᬱ᳑ಡ
•⪮ᖒǑȡȡⅭᯙḡᬱ᳑ಡᯝᇡ}ᱶ᳑ಡ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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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ᬱᗭ}

ᩕฑ᮹⫭⪮ᖒǑ᮹⫭

젊은 생각!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의원

황현동
군민 여러분! 생각이 젊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또한 생각이 건전해야 몸이 건전해 집니다.

᮹ᬱ
ᗭ}

•
•
• 
•LDTME!OBWFSDPN

건강한 사회! 젊음을 누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군민과 함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

프로필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ᱥ Ųℎ֥⫭᮹ᗭ⫭ᰆ
•ᱥ Ųၵíᔕʑ᭥ᬱ⫭᭥ᬱᰆ
•ᱥ ⪮ᖒĞₑᕽℎᗭ֥ᖁࠥ᭥ᬱᰆ
•Ųᮮჩᩢ⫭ᰆ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 홍성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

•⪮ᖒǑŖ࠺ᵝ┾šญḡᬱ᳑ಡᯝᇡ}ᱶ᳑ಡ
•⪮ᖒǑᨕᨦᅕ᳑ɩšญᬕᩢ᳑ಡ
•⪮ᖒǑᔕʑᳬᮡษᮥอॅʑḡᬱ᳑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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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ᖒǑ᮹⫭

⧉̹⦹۵⪮ᖒ
ᝁၼ۵᮹⫭

᮹ᬱᗭ}

ᩕฑ᮹⫭⪮ᖒǑ᮹⫭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원

최선경

제가 평생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최선경이라면
믿을 수 있어’입니다.
사람 사이에 진실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귀중
한 것인지 잘 알기에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항상 저와 상대방의
깊은 신뢰를 먼저 생각했고 저 또한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
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는 리더가 가진 방향성과 가치가
그 조직을 얼마나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지 배웠고, 또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인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는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정의’이며, 혼자가 아니라 군민들과 더
불어 바르고 올곧게 가야할 길이기도 합니다.



 
DIPJTL!IBONBJMOFU

᮹ᬱ
ᗭ}

프로필

ᱥ ԕ⡍ᝁྙ≉ᰍʑᯱ
ᱥ ⪮ᵝᝁྙ⠙Ḳǎᰆ
ᱥ ⪮ᖒᯕᵝၝᖝ░⬥ᬱ⫭
ᔍྕǎᰆ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참여로
바꿔내는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보내
주신 믿음과 응원에 힘입어 기초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공부하고 발로 뛰는 저, 최선경이 되겠습니다.
조례 발의

•⪮ᖒǑ᮹⫭ᨦྕ⇵ḥእᔍᬊၰŖ}॒ᨱš⦽᳑ಡ
•⪮ᖒǑ⦺Ʊၷℎᗭ֥ḡᬱᨱš⦽᳑ಡ
•⪮ᖒǑ⪮ᵝྙ⪵ᔢ᳑ಡᯝᇡ}ᱶ᳑ಡ
•⪮ᖒǑᯙǭᅕᰆၰ᷾ḥᨱš⦽᳑ಡ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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ᩑ⩢

⪮ᖒǑ᮹⫭ၽᯱ≉

1991 ~ 1995



• 1991. 03. 26. 초대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11선거구 13명)
• 1991. 04. 15. 초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원수 : 13명 (홍성읍 : 2명, 광천읍 : 2명, 9개면 : 9명)
- 의 장 : 이병칠 (홍성읍), 부의장 : 이범화 (결성면)



• 1994. 09. 05. 상임위원회 구성(1994.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정광호)
- 총무위원회
(위원장 : 전용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유영우)
• 1995. 06. 27. 제2대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11개 선거구 12명)



• 1995. 06. 30. 초대의원 임기만료
(1994. 12. 20.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임기 연장)
• 1995. 07. 11. 제2대 홍성군의회 개원 (상임위원회 폐지)
- 의원수 : 12명 (홍성읍 : 2명, 광천읍 : 1명, 9개면 : 9명)
- 의 장 : 주정양 (홍성읍), 부의장 : 유영우 (갈산면)
※ 의원수 12명으로 상임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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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ฑ᮹⫭⪮ᖒǑ᮹⫭ၽᯱ≉

1997 ~ 2016
• 1997. 01. 11. 제2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전용상 (홍성읍), 부의장 : 황필성 (홍북면)
• 1998. 06. 04. 제3대 홍성군의회 의원선거 (11선거구 11명)
• 1998. 07. 10. 제3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 장 : 전용상 (홍성읍), 부의장 : 박성호 (결성면)
• 2000. 07. 10. 제3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전용상 (홍성읍), 부의장 : 한기권 (금마면)
• 2002. 06. 13. 제4대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12선거구 12명)
- 의원수 : 12명 (홍성읍 : 2명, 광천읍 : 1명, 9개면 : 9명)







• 2002. 07. 09. 제4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 장 : 이용학(서부면), 부의장 : 이규용(홍성읍)
• 2004. 07. 09. 제4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한기권(홍성읍), 부의장 : 임금동(갈산면)
• 2006. 05. 31. 제5대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4개 선거구 10명)
• 2006. 07. 06. 제5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 장 : 이규용(가선거구), 부의장 : 이종화(다선거구)



a


• 2008. 07. 07. 제5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이규용(가선거구), 부의장 : 오석범(라선거구)
• 2010. 06. 02. 제6대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4개 선거구 10명)
• 2010. 07. 08. 제6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 장 : 김원진(가선거구), 부의장 : 이병국(나선거구)

a


• 2012. 07. 16. 제6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조태원(나선거구), 부의장 : 윤용관(다선거구)
• 2014. 07. 08. 제7대 홍성군의회 개원
- 의 장 : 이상근(가선거구), 부의장 : 김헌수(가선거구)
• 2016. 07. 01. 제7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 장 : 김덕배(나선거구), 부의장 : 박 만(라선거구)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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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ᖒŝ

ᯝ⦹۵᮹⫭⪮ᖒǑ᮹⫭ᖒŝ

ᱽݡᱥၹʑ⪮ᖒǑ᮹⫭ᖒŝ
제7대 전반기는

⦹Łᯱ᭥⦽äᯕ݅

• 지역의 미래비전을 담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의회
• 지방정부 3.0시대를 따른 현장중심·고객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집행부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가는 의회상 정립
•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화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군민과 소통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선진 의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마트한 의회 구현

ᵝᖒŝෝᔕ⠕ᅕ໕ⅾ

주요성과

ᱽݡᱥၹʑ᮹ᱶᖒŝ۵ᱥ
ၹʑ᮹ᱶ⪽࠺ᮥษྕญ⦹໕
ᕽ᮹ᱶᬕᩢᖒŝෝ⧉̹࠭
ᦥᅕŁ⬥ၹʑ₍᮹ᱶ
⪽࠺ᮥ݅ḱ⦹۵ĥʑෝษಉ

⫭ᯝe᮹ԕᝅᯩ۵⫭
ʑᬕᩢᮥ☖⧕ᩩᔑ·đᔑၰ
࠺᮹·ᯙ Õŝ ᮹ᬱၽ
᮹Õ Ḳ⧪ᇡၽ᮹Õ

• 총 57회 174일간의 내실 있는 회기운영
⇨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및 동의·승인 등 235건
⇨ 결의, 규약, 건의 등 8건

॒Õ᮹᳑ಡෝᝍ᮹·᮹
đ⧕ᵝၝॅᨱíᇩ⧊ญ⦽ᱽ

• 회기운영

ࠥ᪡₦ᮥ}ᖁ⦹۵ߑיಆ
⦹ᩡ݅

ᩑࠥ

ᱶಡ⫭

ᯥ⫭

e⫭ݕ

⧊ĥ

⫭

⫭

⫭

























• 조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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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۵⪮ᖒ
ᝁၼ۵᮹⫭

᮹⫭ᖒŝ

•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과 군정업무 청취
⇨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168건
⇨ 군정질문 47건
⇨ 군정 업무 청취 6회
• 행정사무감사
ḡᱢᔍ⧎

ᯱഭ

qᔍʑe

Ǎ

ĥ

ᱶ

Õ᮹

ญ

ĥ











_











_











_











•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토론회 : 176개소/2회
⇨ 군민의 요구사항 의견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
• 현장답사
ᩑࠥ

⫭ʑ

ĥ






ᱽ⫭
_
ᱽ⫭
_
ᱽ⫭
_
ᱽ⫭
_

ᱱá⩥ᰆ
}ᗭ

ญǍ
Õ

⧪ᱶᔍྕqᔍᨱᕽ Ḳ⧪ᇡᨱ





Õ᮹ᯱഭෝǍ⧕}ᖁ





Õ᮹ ᱶ·Õ᮹ ၰ ญෝ





⦹ᩡŁ}ᗭ᮹ᵝᔍᨦ









ᯕ ⦥⦽ ᔍ⧎ᨱ  ⧕ݡ

ᰆၰၝᔾ⩥ᰆᮥႊྙ⧕ᵝ

• 언론매체를 통한 획기적인 의정활동 홍보 : 250개소
⇨ 지역 및 지방 신문, 페이스 북, 방송·통신·인터넷

ၝ᮹᮹čᮥḢᱲॄŁǑᱶ
ᨱᱢɚၹᩢ⦹ᩡ݅
ᯕᨱࠥǑ᮹⫭۵⪩⟹ᯕḡ
᪡⟹ᯕᜅᇢ॒ᨱ᮹ᱶ⪽࠺ᨱ
š⦽ ᗭᮥ ᝅe íᰍ⧕
Ǒၝŝ⧉̹⪙⯂⦹Łᗭ☖⦹

• 우리가 알아야 할 의회 사용 설명서 발간 : 100부

۵᮹⫭ෝᩕᨩ݅۵⠪ᮥၼ
Łᯩ݅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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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림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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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해림
시 인민대표회의의 초청을 받아 김덕배 의장,
박만 부의장 등 10명의 방문단이 해림시를 공식
방문 해 역사·문화·경제교류 관련 실무협의

ᵝ
᮹ᱶ
⪽࠺

회를 열어 그동안 양도시간 지속적인 우의관계
⪮ᖒǑ᮹⫭۵⪮ᖒǑŝᬑ⪙Ʊඹࠥᯙᵲǎ 를 토대로 상호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
⧕ฝ᪡ᯱๅđᩑ⩲᧞ℕđᮥᅙĊᱢᮝಽם

고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᮹⧩݅

로 합의했다.

홍성군의회,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 약속

한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소통의 자
리를 가졌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
으로 ▲당면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
는 일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김덕배 의장을 비롯한 홍성군의회 의장단은 지

▲의원 역량을 강화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난 7월 28일 홍성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

유능한 의회 ▲화합과 존중을 통한 성숙한 의회

최해 제7대 후반기 홍성군의회 의정 활동 계획

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의정활동에 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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ᯝ⦹۵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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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산리 역사대장정 

⩥ᰆᨱݖᯕᯩ݅
⪮ᖒǑ᮹⫭ᦥa۵
᮹ᱶ⪽࠺ᱥ}

ᵝ
᮹ᱶ
⪽࠺

모색 등 소통강화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
동이 예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
히 낮은 여성 취업률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
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들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허심탄

ʡ႑᮹ᰆᮡᵝၝŝ᮹ᗭ☖v⪵᪡ḡᩎ⩥ᦩ

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ᔍᨦ᮹ᦩݡᱽෝ᭥⧕ⲱᦥa۵ᜅษ✙⪮
ᖒǑ᮹⫭Ⲳෝᬕᩢ⧕ḡᩎᵝၝ᮹ⓑ⪙᮲ᮥ
Łᯩ݅
김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11시 여성회관에서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소
통의 자리를 가지고, 홍성군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와 여성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ᖒǑ᮹⫭᮹ᱶᗭ

27

hongseong gun council news
2016. 12

ᱽ⬥ݡၹʑ
ᵝ᮹ᱶ⪽࠺

c

o

u

n

c

i

2016 을지연습 훈련장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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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방문해 을지연습 훈련 개요 및 훈련 상황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동북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언
급하며 이번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ᖒǑ᮹⫭۵ḡӽᬵᯝ⪮ᖒǑℎŝ⪮ᖒ
Ğₑᕽ ⪮ᖒᗭႊᕽᨱษಉࡽᮥḡᩑ⬩ಉᰆ
ᔢ⫊ᝅᮥႊྙ⧕šĥᯱෝĊಅ⦹Ł᭥ྙ⣩ᮥ
ᱥ݅⧩ݍ
김덕배 의장과 의원들은 각 기관 을지연습 훈련

홍성군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해 언어치료, 심리
치료,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
로 2016년도 74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1억 2천
여 만원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국도비가 중단됨
ḡӽᬵᯝ᪅⬥᮹ᬱe⫭ݕᨱᕽᵝၝ 에 따라 5천 만원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ᅖḡŝᰆᮝಽᇡ░ၽݍᰆᧁᯙᰍ⪽ᕽእᜅᔍᨦ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ᨱ⦽ݡǎࠥእḡᬱᵲ݉ᮝಽᬵᇡ░ᰍ⪽ᕽ 이에 홍성군의회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እᜅa᳦ഭࢁäᯕ۵ᅕŁෝၼŁၽݍᰆᧁ 대한 발달장애 치료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ᦥ࠺ᨱ⧕ݡᰍ⪽⊹ഭෝĥᗮၼᮥᙹᯩࠥಾ 집행부에 요구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
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᮹⫭₉ᬱ᮹ḡᬱႊᦩᮥá☁⧩݅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검토

ᵝ
᮹ᱶ
⪽࠺

업과 현안에 대해 단순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존 의원간담회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
여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ᖒǑ᮹⫭۵ḡᩎ⩥ᦩᮥᱢɚᱢᮝಽ⧕đ⦹Ł 또한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집
ᦩݡᮥᱽ⦹۵ᱶ₦᭥ᵝ᮹᮹⫭ෝǍ⩥⦹Ł 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
ᯱḡӽᬵᯝᇡ░ᱶ₦⩲᮹⫭ෝᅙĊᱢᮝ 검토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통보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
ಽᬕᩢ⧩݅
군의회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 할 계획이다.

홍성군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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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행정절차 규정 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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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무
효인 계약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아무런 효력
이 발생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ᖒǑ᮹⫭۵ḡӽᬵᯝᱶ₦⩲᮹⫭ෝ}

원상회복 문제만 남게 되어 결국 홍성군이 주식

↽⦹ŁǑ᮹⫭ჶශᯱྙჶྕჶᯙ᮹⪮ᵝၙ✙ 을 다시 회수한 후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ᵝๅbšಉჶශᯱྙá☁đŝෝḲ⧪ᇡᨱ 방법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
☖ᅕ⦹Ł⪮ᵝၙ✙ᵝๅb᮹⧪ᱶᱩ₉Ƚᱶ 다.
᭥ၹᮥv⦹íḩ┡⧩݅
김덕배 의장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군의회에 따르면 법률자문 검토결과 홍주미트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매각을 진행할 것을

주식을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공유재산법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주식을

에서 정한 처분방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매각으

매각한 것은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포기한 처

로,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

사나 다름없다”며 “법률자문 검토결과와 충남도

권매출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는

감사결과 주식매각에 대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법률위반 사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

항을 면밀히 파악해 의회에 조치결과를 충분히

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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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역사인물축제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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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중학교 자유학기제 홍성군의회 방문 

ᵝ
᮹ᱶ
⪽࠺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 방문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차량
시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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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 의장,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명절음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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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
는 등 온정의 시간을 가졌다.

ʡ႑ ᮹ᰆᮡ ℎಽ⫭ ⫭ᰆ ᯕ℁ᯕ  ⫭ᬱॅŝ
⧉̹ḡӽᬵᯝ⇵ᕾᱩᮥᦿࢱŁ₉ಡ
ᔢ₉ญʑᨱᨕಅᬡᮥċŁᯩ۵ࠦÑיᯙ
ᩍaᱶᮥᦥ₉ಡᮭŝᱽᙹᬊ⣩ᮥ႑⦹ݍ
۵॒ᅪᔍ⦹۵ᔗᮥЙᵡ⯩ᝅ⧕᪅Łᯩ݅
김 의장은 청로회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과일,
ᵝ
᮹ᱶ
⪽࠺

송편, 전, 나물 등 10여 가지의 차례음식을 바구
니에 담아 제수용품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

∊ԉǑ᮹⫭᮹ᬱ
᮹ᱶᩑᙹₙᕾ

률에 대한 강의와 예산안 심의 기법을 공유하는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정연수에서 홍성군의회 박만 부의장은
공무원 출신 선출직의 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ᖒǑ᮹⫭۵ḡӽᬵᯝŁ᧲᧑ት⪙▵
ᨱᕽᩕฑ∊ԉⰒǑ᮹⫭᮹ᬱၰᔍྕḢᬱ᮹
ᱶᩑᙹᨱₙᕾ⧩݅

지방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
당되지 않고 본인 부담액 50%에 대해서는 퇴직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의
정연수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과 사무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
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
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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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개통식 

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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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초심 잃지 않을 것”

부터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일반 주민을 직
접 찾아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청
취와 홍성군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를 하는 등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
에게 먼저 다가가 군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했다.

ʡ႑⪮ᖒǑ᮹⫭᮹ᰆᯕ≉ᯥᯝᮥ฿ᦥ
ⲳԏᮡᯱᖙ᪡ᅪᔍ⦹۵ษᮭaḱᮝಽⅩᝍᮥ 반면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해 집행부의 행
ᯤḡᦫᮥäᯕ໑ᇩ᮹᪡┡⩲⦹ḡᦫŁᱶ᮹

정절차 규정 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법률

í᮹ᱶ⪽࠺ᮥ⠝⋁äᯕ݅ⲴŁᗭ⫭ෝၾ⩵݅

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집행부에 처리결과
를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

김 의장은 지난 7월 1일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

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장으로 취임한 후 의장의 특권을 내려놓고 동료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후반기 의회를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해

원활히 운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림시를 공식방문 해 양도시간 우의관계를 토대

또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대

로 한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논의하기로 합의하

안 제시를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 홍성군의회’를

는 등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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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
는 등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연수가 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은 덴마크가 2020
년까지 유기농 농업 2배 확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인 홍성군의 유기

⪮ᖒǑ᮹⫭۵ḡӽᬵᯝ᪅ᱥᱶ₦

농제품이 북유럽으로 수출 가능한지를 파악하

⩲᮹⫭ෝ}↽⦹Łᯝᇡ░ᯝʭḡŖྕǎ

고 노르웨이 아스케르 시청의 주민의견 수렴방

ᩑᙹႊྙǎᯙᇢᮁ}ǎ ߕษⓍ יᭉ

식과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ᯕ ᜅᭉߕ ⦡ऽ ᮹⊽⪹ĞⰒᅖḡᇥᖁḥ 자료를 공유했으며 치매노인전문센터의 운영시
༉ߙᮥᩑǍ⦹Ł☁᮹⦹۵eᮥaᲭ݅

스템을 조사해 우리지역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유럽의 자

또한 스웨덴의 친환경도시로 유명한 함마르비

연 친화적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정책을 연구하

의 바이오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및 상하수도 정

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 및 도시재생

책과 폐기물 처리 방법을 분석했으며, 핀란드의

정책에 대해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등주의에 기반한 무상교육 정책을 국내 교육

토론을 펼쳤다.

정책과 비교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

또한 연수국의 공식방문 및 현장탐방 10여 곳에

이 되는 국외연수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

대해 각 의원별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별

을 보였다.

ᵝ
᮹ᱶ
⪽࠺

백야나라사랑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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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홍성군의회 의원 국외공무 연수 a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충남도에 근본적 해결
촉구

ᵝ
᮹ᱶ
⪽࠺

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홍북면 대동리에서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3.97km의 진입도로 개
설을 추진하면서 직선도로로 설계해야 할 선형
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
는 대규모 축사를 우회하여 진입도로를 기본 설
계한 것은 폐업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

⪮ᖒǑ᮹⫭ԕ⡍ᝁࠥᦦ≉ᱡqၰ⧕ᗭݡ₦ 며 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도 큰 걸림
✚ᄥ᭥ᬱ⫭ ᯕᔢɝ ᭥ᬱᰆŝ ᮹ ᭥ᬱॅᮡ 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ᯝᇥࠥℎቭญ⦲൙ᨱᕽʑᯱ
⫭čᮥᩕŁԕ⡍ᝁࠥ⇶ᔑᦦ≉ྙᱽ᮹ɝᅙ

이 위원장은 충남도가 약 4백억 원으로 추정되

ᱢᯙ⧕đႊᦩᮥvಆ⯩ⅪǍ⧩݅

는 내포신도시 주변 이전·폐업 보상금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에 절반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이상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취문제

악취문제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의 발단은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신도시 조성의 책임이 있는 충남도가 전적으로

서 생긴 문제로 당초 2006년 2월 13일 충남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사가 공고한 충남도청이전 예정지역에 홍북
면 전체가 포함되었으나 신도시 조성단계에서
예정지역이 축소되면서 기존 대규모 축사가 그
대로 유지돼 축산악취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
적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성장동력인 도시첨단산업단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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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홍성사랑 국화축제 

홍성군의회,
인터넷 생중계 방송으로
군민과 소통 실현

ᵝ
᮹ᱶ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
을 볼 수 있어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인터넷 생중계 방송은 군민 누구나 군의회 홈
페이지 (http://council.hongseong.go.kr)에
서 영상회의록 생방송 콘텐츠에 접속해 회기중

⪮ᖒǑ᮹⫭۵ᬵᯝ}⫭⦽ᱽ⫭ᱽ

본회의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

₉ᱶಡ⫭ᅙ⫭᮹ᇡ░ᯙ░֘ᔾᵲĥႊᘂᮥᝅ

의정활동 전반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시
청이 가능하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례회나 임시회 회의를
군민이 보기 위해서는 직접 회의장을 방문해 방
청 하거나 수일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회
의록이나 녹화영상을 봐야만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
한 인터넷 생중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과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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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 대책 재정비 및
충령탑 건립 철저

_

r

김덕배 의원

군정홍보가 충청권에만 국한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
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 특히 신문 홍보건수 68건
중 중앙지는 단 1건으로 홍보계획을 재검토 해야함.
그리고 충령탑 건립시 보훈단체 의견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탑”과 “문”
의 크기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철저
⧪ᱶ
ᔍྕ
qᔍ

박 만 의원

2년 전부터 반복되는 지적에도 부설주차장 불법 용
도변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불
법 용도변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불법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
게 추진하기 바라며, 홍성읍 내 교통질서 혼잡이 겉
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무법천지라는 말도 있음. 철
저한 법이행을 통해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 강구

윤용관 의원

반복되는 지적에도 예산 불용액, 이월액, 국도비 반
납액 등이 많음.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부터 검토하여 국·도비 반납,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 당부.
불용액 감소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
련하는 등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 절감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36

⪮ᖒǑ᮹⫭

k

⧉̹⦹۵⪮ᖒ
ᝁၼ۵᮹⫭

c

o

u

n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물품관리 철저

c

i

l

w

o

r

ᯝ⦹۵᮹⫭

k
ᱽ⫭
ᱽ₉ᱶಡ⫭
_

방은희 의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 구입단가에 편차가 높아 물
품구입에 있어 가이드라인 설정을 검토하고 물품관
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입년도, 내구연한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 예산낭비 사례
가 없도록 예산 집행 철저 당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

김헌수 의원

⧪ᱶ
ᔍྕ
qᔍ

지역 경제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임. 소상공인
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지원 사
례 및 지원 조례 검토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유기농 생산단지조성 관련
근교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이병국 의원

현재 유기농 생산단지조성 품목은 딸기로 국한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 확대에 맞춰 원예 및 유기농 채
소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근교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바람.

⪮ᖒǑ᮹⫭᮹ᱶᗭ

37

hongseong gun council news
2016. 12

⦽٩ᨱᅕ۵
᮹ᱶᗮʑಾ

c

o

ᱽ⫭
ᱽ₉ᱶಡ⫭

u

n

c

i

l

w

어사리 어촌계 낚시공원
추진 철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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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어사리 낚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해상낚시터를 데
크형으로 할지, 부유형으로 할지 어사리 어촌계와 전
체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 바람.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

황현동 의원

⧪ᱶ
ᔍྕ
qᔍ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지정에 걸맞는 친환경농업의
선구자적 사업을 펼쳐 주길 바라며,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마케팅을 실시
하고 군청 구내식당 또는 학교급식에 있어 주 1회 정
도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 제공하기 바람.

학술용역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용역 활용방안 강구

최선경 의원

최근 3년간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용역은 3
건에 2억6천여 만원에 이르므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우리군 자원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앞으로 용역을 실
시할 때 심도 있는 검토 이뤄지도록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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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2016. 10. 17.(월) : 위원회 구성
- 2016. 11. 8.(화)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2016. 11. 24.(목) :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충남도지사 행보 촉구 기자회견
- 2016. 12. 20.(화) : 내포지역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조농산 축사 이전
및 폐업 보상 결단 촉구 기자회견
구성배경

-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5km 이내 약 15만 마리의 가축 사육
※ 한육우(5,200두), 돼지(56,000두), 젓소(650두), 닭(89,000수), 특히 돼지는 홍성 사육두수의 약 11% 차지

- 대부분 노후된 축사로 기압이 낮거나 흐린 날에는 악취민원 급증
☞ 정서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축산 악취로 인해 입주민 등 생활불편 호소
☞ 악취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입소문, 언론 기사화 등으로 입주희망자 감소 예상
운영방법

- 관련기관 방문 및 악취해소를 위한 사업이행촉구, 자료수집, 의견청취,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특위활동 전개
활동내용

- 자료수집,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 집행부 및 충남도의 추진계획 청취 및 공동추진
- 악취저감 및 해소를 위한 사업이행촉구, 언론 홍보활동 전개
- 타 지역 유사 사례 벤치마킹 및 기타 특위활동
- 결과보고서(건의안 등) 채택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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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등 재산권 행사
에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제한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
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도를 높
여 도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외
지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관리 계획

ၶอᇡ᮹ᰆ ᮡ⦹ đᖒ ᕽᇡ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 지역 변경 등 정
책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부면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답변) 지금 임해관광도로 주변의 전체적인 용도 지역
Ǒᱶ
ḩྙ

군에서는 지난해 7월 어사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은 관리 규정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님께서는 행사시 주민과

만 우리가 대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발

약속까지 하셨으나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

굴해서 제한적·선택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말

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했을 때 국토교통부

관광객 편익 제고와 어사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 승인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서는 공영 주차장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
단되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4월 21일 충청남도와 기획재정

ᮅᬊš᮹ᬱ Ų ⪮࠺ ᰆł
질문) 쌀산업 보호대책 관련

부를 방문해서 매입 의사를 전달하고 도에서는 지원
요청해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지원되는 사업 외에 농민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군비 5억을 보태서 내년에 우

들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산물벼 수매 확대 및 보관

선 10억으로 3필지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

시설 확충,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제조 기반 시설 확충,

잔여 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확보

쌀 제품 유통 체계 확립 등 우리 군만의 경쟁력 있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쌀 산업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홍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

답변) 우리나라 쌀 산업은 시장개방 등으로 매우 어려
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격하락, 과잉생산, 재고

천수만과 연접한 서해안 임해 관광 도로 주변이 자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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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답변) 기업형 축사에는 우리가 지원을 않고 있으며,
2009년부터 추진한 결과 기업 대상은 지원된 바가 없
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
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는 물론 기존 영세 농가가
경쟁력 있는 농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
겠습니다.
질문)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쌀 산업
의 구조적인 악순환은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원동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비축미곡

인정 시장 등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통

5,162톤을 매입하고 벼 재배농가 건조·보관시설, 곡

시장의 상징적인 현대화 사업이라 칭할 수 있는 원동

물건조기, RPC 저온·저장시설 등 쌀 산업기반 확충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시장 등록과 관계없이 행정적

사업과 못자리 제조상토, 묘판처리약제, 맞춤형비료지

인 지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검

원 등 쌀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Ǒᱶ
ḩྙ

습니다.
답변) 원동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

같이 공감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으로

산 공급을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삼광벼

우선 등록이 돼야 합니다.

재배를 권장하는 한편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정책을 지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인, 광천읍, 군이 합심을 해서

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등록을 하는 데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등록된 다
음 국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축산 농가와 도시 환경 보호 대책 관련
질문) 광천읍 중학교 통폐합 이후 대책 관련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우수 기업 유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을 파괴시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혜의 첨단 시설로 갖춰진 인

수밖에 없는 기업형 축산 유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재 양성소라 칭할 수 있는 광천중학교에 가고 싶어

됩니다.

도 못 가게되며, 광천, 장곡, 은하 초등학교 졸업생의
30% 정도는 광흥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축사 현대화 사업 등 각종 농업 관계 보조금 사업들이

충남도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배정 학구 제도에 문제

우리 군을 굳게 지켜 온 영세 농·축산인 보호 정책으

점이 있다 사료됩니다.

로 귀착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수

좋은 환경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의 꿈을 실현시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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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나갈 수 있는 혜안의 정책을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2015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재건
의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광흥중학교 등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동의 없
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흥중학교에
서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법인 동
의 없이 사립학교의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나 여기서 다같이 하는 이야기입니
다. 교육청의 입장은 특정한 사유 없이 희망학구로 바
꿔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᮹ᬱ እಡݡ⢽

질문)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 관련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이 홍성군 지역만이 기
Ǒᱶ
ḩྙ

질문) 지역문화예술단체 효율적 지원방안 관련

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인즉 실시 노선의 환경 평가 과정에서 인체에 해

그동안 민간 행사 보조로 개최되어 온 문화 예술 행사

로운 광물질이 분포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책에

를 지켜보면서 보조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별 행사는

따른 보완 사항을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단순한 전시와 공연

고 합니다.

위주의 행사로 군민의 참여가 미흡하며 주최하는 단
체의 회원만 참여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동 사안은 심도 있게 평가되어야 되겠으며 저감 대책

보여 효율적인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

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지체되고 있는

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

대규모 철도 사업이 군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금년도

니다.

내에 착공되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지역 문화 예술 단체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문
화 예술 단체에 운영비를 준 거는 문화원과 예총, 두

답변)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공연을 할 때라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환경부와 확실히 거기

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심의를 해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보장을

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대안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우리가

42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대안 만드는 중입니다.

착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서 예술

대안을 만든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그만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하면 됐다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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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 이용률 제고방안 관련



군민 건강 증진,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교통 정체 해
소를 위해서 남녀 누구든 홍성 시내 어디든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용 활성화
를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요.
답변) 일단은 포장 파손된 곳과 도색이 탈색된 곳, 안
전시설물이 파손된 곳 부터 일단 유지 보수비를 더 확
보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부면 자전거

ʡ⨭ᙹ᮹ᬱ ⪮ᖒᮮ

전용도로를 만든 곳은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저
희가 선정될 때 만들 당시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
데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홍북면 석택리 환호 유적 관련

질문) 홍성역사인물축제의 변화 관련

대한민국의 최대 원삼국 환호취락이 우리 군에서 발

축제는 지역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

굴되었는데 이를 활용해서 홍성군을 알릴 기회로 활

니다. 매번 말로만 변화하는 축제가 아닌 성공한 축제

용하지 못했습니다.

의 성공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과감한 변화를 시

Ǒᱶ
ḩྙ

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환호유적이 문화재 지정을 받고 문화재청
의 예산을 확보해 개발을 추진하여 전 국민들이 찾는

답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는 것처럼 우

관광지로 백제 문화 역사보다도 더 나은 유적으로 만

리 축제 분야에도 인사 이동하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
람을 공모해서 지금 그 직원을 중심으로 민간 추진단

답변) 현재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존

이 함께 여러 축제도 가보고, 또 축제심의위원들의 자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문도 얻어 축제를 지금보다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조사를 완료

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더 중요성이 강
조될 테니까 그때 문화재 지정을 하고 주민들도 이런
중요한 문화 유산이 우리 군에 있는데 중간에서 그냥
주민들이 재산권만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해를 촉구해 문화재로 지
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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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건축 공사비 등이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이 반
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읍 승격에 따른 직제 확대 개편 계
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우리는 12월에 인구
2만명을 유지하면 내년 초에 한번 읍 승격 신청을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1월부터 군의회와 홍북면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 추
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 청사 부지는 면에서 지
난번에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매입 정도는 내

ᯕᄲǎ᮹ᬱ ⪮ᇢ ɩษ iᔑ Ǎ⧎
질문)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 관련

년 예산에 올릴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읍 승격
이 되면 직제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제도 읍 승격이 될 때는 건설 분야나 재정
분야가 증원이 될 것입니다.

Ǒᱶ
ḩྙ

내포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냄새와
의 전쟁으로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군민

질문) 금마면과 내포신도시와의 도로망구축 계획 관련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
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앞으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홍성역과 내포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간 도로는 계획이 있으나 내포신도시와 금마 화
양역 간 우회 연결 도로 건설과 홍성여고에서 내포신

답변) 저희가 완전히 숙성된 액비를 공급해 주는 계획

도시 간 도로 확장 계획, 그리고 금마 죽림 삼거리에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홍북면사무소 들어가

서 내포신도시 간 도로망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는 그 길가에 있는 논밭이 전부 외부인들이 가지고 임

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

대한 거예요. 임대비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기 바랍니다.

내년에 거기에 또 뿌릴 거 같아서 거기는 군에서 전부

답변) 용역 결과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구간이 우선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해 꽃을 심고 가꿔서 그쪽 길

순위여서 그걸 추진하게 됐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

다니는 사람들 좋도록,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로 건설 관리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것까지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홍북면 읍 승격에 따른 대책 관련
2019년 1월에는 신청사에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토지 매입과 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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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록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봐서라도 이거
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분리해서 추진을 해
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이 장기 투자해서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단 한마디로 이거다 하고는 할 수 없
습니다.
첫째는 내포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우리 홍성군 신

ᯕᖁɁ᮹ᬱ ᮡ⦹ đᖒ ᕽᇡ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은 현재 있는 역의 구조를 전부 바꿔
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차별화된 역사 문화 도시

질문)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실태와 홍성군 장기

조성입니다.

투자 계획 관련
Ǒᱶ
ḩྙ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
를 뿌리 뽑지 못하는 원인은 안일한 보조금 관리 시스
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어

⫊⩥࠺᮹ᬱ Ų ⪮࠺ ᰆł

떻게 처리해야 군민의 혈세를 낭비 않는 길인지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장항선 철도 2단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관련

그리고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의 기대 수요가 날로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참으로 기나긴 여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4년여 세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가는 광천 주

시킬 수 있는 홍성군만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면 답

민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 홍성군의 책임 회피적

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실망과 한없는 원망만이 남아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답변) 지금 현재의 운영이 사실은 전문적인 경영인들
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고, 또 그다음에 운영

홍성군민을 위한 홍성군의 행정을 군 스스로가 결정

을 한다 하더라도 자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사

못하여 도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면 홍성군 행정

실은 지지부진한 거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지

수장의 행정 능력은 어떻게 판단될 것이며 그로 인한

마는 시작 자체는 우리 홍성군을 향해서는 방향은 잘

우리 홍성군의 명예는 얼마나 실추될까 두렵습니다.

잡았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과 관련하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ᖒǑ᮹⫭᮹ᱶᗭ

45

hongseong gun council news
2016. 12

⦽٩ᨱᅕ۵
᮹ᱶᗮʑಾ

c

o

u

n

c

i

l

w

o

r

k

질문) 군 청사 이전과 홍주 지명 행정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관련
과연 시 승격이 언제쯤 될 것이며 군 청사 이전과 홍
주라는 지명의 행정 명칭 사용이 언제쯤 될 것인지 과
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청사 이전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실무
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과 청사 입
지 선정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은 실태 조사, 또는 주민 여론 수렴, 지방의회의 승인,
답변)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의 명칭 변경 건의를 통해서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환경부와 확실히 거기

국회에서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만 군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보장을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Ǒᱶ
ḩྙ

시 승격 시에도 명칭 변경에 따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대안 만드는 중입니다.

이중적으로 수반되게 할 필요 없이 한번에 했으면 좋

대안을 만든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그만

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면 됐다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질문) 광천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 관련

↽ᖁĞ᮹ᬱ ⪮ᖒᮮ

광천의 악취 민원 사항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파악됩

질문) 홍주천년 기념사업에 홍주지명 찾기가 없는

니다. 하나는 축산 도축 시설인 홍주미트의 악취 민원

이유 관련

이고 또 하나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천북면 신죽리
에 축산 분뇨 공공 처리 시설과 법인 회사가 운영하는

먼저 22개 사업에 7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홍

사업장의 악취 민원 사항입니다.

주 천년 기념사업에 홍주 지명 찾기는 쏙 빠진 거 같
아 진정으로 지명 변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

악취 방지를 위한 홍성군의 정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

지 묻고 싶습니다.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6년부터 홍주 지명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46

답변) 광천은 홍주미트하고 보령 쪽에 있는 비료공장

추진하는데 추진 방법은 홍주 지명 되찾기 범군민 운

홍보그린텍이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

동 본부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명 사용을 위해서

니다.

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홍주 지명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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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성군 문화관광정책 관련



홍성군 관광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설
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민자 유치 관련 조직
을 전문성을 무장한 인력으로 배치하고 외래 관광객
맞춤식 패키지 상품과 또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스토
리텔링 개발을 서두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홍주읍성 복
원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서해 금빛 열차 및 기찬 홍성해
계속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

피투어를 운영하고, 홍주성 천년여행길이라든지 내포

니다.

문화 숲길,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 등 스토리가 있는
이런 걷는 길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철새 4D 체험

질문) 무분별한 보조사업 재발방지대책 관련

관을 제작 설치해서 지속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Ǒᱶ
ḩྙ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내포 창조 관광 기반
먼저 회생 가능성 없는 각종 민간 보조 사업들에 대한

구축 사업으로 홍성·예산을 연계한 내포 문화권 관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안은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근시

광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게 있습니다.

안적인 사업 계획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민들 비판에 대해 군

이걸 착실히 추진하고 승마장이라든지 농촌 체험 마

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옹기 마을 등 맞춤형·체류형 체험 관광을 확대하
고, 또 홍주성지 개발로 순례객을 유치하는 등 도시민

답변)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모든 보조사업 예산

들이 홍성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

편성 전에 보조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보조사업자의 비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
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
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
으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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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ᵝᖒᮡ⪮ᖒᯕaḥ↽Ł᮹ᅕྜྷ
ᬑญ⪮ᖒᯕaḥᩍ్aḡᅕྜྷᯕᯩḡอ ᅙ 이든 문체부든 국토부든 전담 인력들이 발로 뛰
᮹ᬱᮡ⪮ᵝᖒᯕัಽᬑญ⪮ᖒ᮹ቭऽa

ᇥ
ၽᨙ

어서 필요성과 설득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

⊹ෝ׳ᯕŁḡᩎၽᱥᮥčᯙ⧁ᙹᯩ۵aᰆ 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Ł᮹ᅕྜྷᯕᦥܱʭᔾb⧊݅ܩ

것입니다.

하루빨리 TF팀이 구성되어서 문화재 확대를 지

홍주성 복원은 단순한 홍주성 복원으로 끝나는

정뿐 아니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홍주성

것이 아닙니다. 홍주성 복원은 공동화의 고민을

복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홍주성이 우리의

안고 있는 홍성 주민들에게 희망이며, 미래에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설 수 있

홍성 주민들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문화적

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원입니다. 홍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
성의 미래를 위해서 홍주성 복원은 더 이상 늦

두 번째로 군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한계

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 왔

가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100억,

던 역사 문화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

200억 정도의 군 예산을 확보하여 군에서 복원

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문화
재청과 연계하여 긴밀히 활동하면서 홍주성 복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신설과 100에서 200억

원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산 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
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는 복원이 어려우니 문화재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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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ᖁĞ᮹ᬱ

ᵲᦺᱶᇡ᪡ḡᯱℕe᮹ᰍᱶᇩɁ⩶
᪅۹ᵲᦺᱶᇡ᪡ḡᯱℕe᮹ᰍᱶᇩɁ⩶ᮝಽ 로 조정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더
ᯙ⦽ᰍᱶᇥǭ᮹⭝ᗱ ӹᦥaḡႊᯱ⊹᮹ᝍ

높여 지방 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8

b⦽⭝ᗱᨱ⧕ݡḡᱢ⦹Ł ᯱ⊹ǭ⨆ᔢၰᯱ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 대 3으로,

⊹ᩎపv⪵᮹⦥ᖒŝ⪮ᖒǑ᮹ḡႊᯱ⊹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세출 규모인 6 대 4가
ᇥǭv⪵יಆᮥⅪǍ⦹Łᯱ⧊݅ܩ

ᇥ
ၽᨙ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적 복
지 정책은 중앙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지방 분권은 더 이상 단순히 사무와 재원을 이

생각합니다.

양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 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

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

도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과제입니

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다. 이렇듯 건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

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 분권

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

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는

결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지

하겠습니다.

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미 성년이 된 지방 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이에 따라 본 의원도 홍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

재정 분권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령을 검

합니다.

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할 ‘홍성군 자치

이를 위해 재산 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를 소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목적은 자치 역량을

득 과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원래

강화해 내실 있는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부가세의 5%에 불과했지만 취득세 인하로 1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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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ᬱ

ᦥ࠺⦺ྙݡᱽᨱ⦽ݡᔩಽᬕᯙ
ᅙ᮹ᬱᮡᷩᮭᬑญᔍ⫭ᨱᕽᯕᛩ⪵ࡹŁǎ

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ၝॅ᮹ᯕ༊ᯕḲᵲࡹŁᯩ۵ᦥ࠺⦺ྙݡᱽᨱ 관심과 산모들의 출산 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ݡᯙᮥᔩí⦹Ł

산모 및 신생아 보건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ᇥ
ၽᨙ

⇽ᔑ⬥ᔑ༉Ⱂᝁᔾᦥᨱ⦽ݡÕvḡᬱᕽእᜅ
⪽ᖒ⪵ႊᦩᨱั⧕ݡᥡऽญŁᯱ⧊݅ܩ

첫째, 아동 학대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써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생명 및 신체적인 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
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평생

둘째, 출산 장려를 위한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

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건의드립니다.

어린이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셋째, 쌍둥이 및 세 쌍둥이의 가정 방문 도우미

폭력이 사회로 이어져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폭

서비스는 현재 기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받

력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

을 수 있도록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가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아동 학대의 세습을 예

제안드립니다.

방하고 밝고 건전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향후에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도

다.

아동 학대가 없고 산모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아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가

본 의원은 어린이들이 학대와 방임, 폭행 등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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ᖁ┾ŝḲᵲᮥ☖⦽
ǎⰒࠥእ⪶ᅕ
ᱽ⫭ᯥ⫭ ༊

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᮹ᬱ
ᅙ᮹ᬱᮡǎaᱶ₦ŝ∊ԉࠥ₦ᨱᇡ᮲⦹໕
ᕽᬑญǑᩍÕᨱ฿۵ᱥఖᔍᨦၽǕಽḡᩎ
ၽᱥᮥᯕᨩᮝ໕⦹۵ၵ௭ᮝಽᖁ┾ŝḲᵲ
ᮥ☖⦽ǎⰒࠥእ⪶ᅕᨱั⧕ݡᥡऽญŁᯱ⧊
݅ܩ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지역의
여론 등을 정확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의 수에서 벗어나 단 한 건을 진행
하더라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

글로컬 시대를 맞이해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
고 나아가 홍주 천년의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 드
립니다.

Ǒ₉ᬱᨱᕽྕǢ⪵Τ᮹
᭥ᔢᱽŁ

역사 인물과 함께 무궁화가 기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보라색 또
는 자주색 꽃을 피워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
을 환하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ᇥ
ၽᨙ

ᱽ⫭ᯥ⫭ ⪵

한용운 선생 생가지 주변 거리를 제외하면 이렇
ᬑญӹݡ⢽ΤᯙྕǢ⪵ෝձญญŁྕǢ 다 할 무궁화 식재 장소가 없는 우리 고장에 먼
⪵ᨱ⦽ݡᔍ௲ŝšᝍᮥᮁࠥ⧁ᙹᯩࠥಾǑ 저 각 관공서 화단이나 군청, 사업소, 읍·면, 그
₉ᬱᨱᕽྕǢ⪵Τ᮹᭥ᔢᱽŁෝ᭥⧕⯹៉ 리고 기존 공원의 유휴지 등에 솔선하여 무궁화
를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ᵝʑෝÕ᮹ऽพ݅ܩ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역사 인물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고 가꾼다면 우리
군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꽃 무궁화는 화려하진 않지만 청아한 기품
과 은근한 겸손을 일깨우는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홍성하면 우리 고장의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공원 공간을 활용한 무궁
화동산 조성과 지역의 역사와 어우러지는 곳에
명품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충절의 고장 이름에 걸맞게 무궁화가
우리 고장에서 만발하여 한층 홍성의 품격을 높
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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ᯝ⦹۵᮹⫭

 ᇥၽᨙ
ᱽ⫭ᱽ₉ᱶಡ⫭
 ⪵

↽ᖁĞ᮹ᬱ

⪮ᵝၙ✙ḥᔢȽၰᰍၽႊḡ
ḡӽᬵᨱᯩᨩ⪮ᵝၙ✙ᵝๅbŝšಉ

련해 매각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᮹⪚ ᱩ₉ᔢ⦹ᯱ Ḳ⧪ᇡ᮹᮹⫭Ğ 매각 사실을 군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ᇥ
ၽᨙ

┽॒ࠥ᮹ྙᱽෝḡᱢ⦹Ł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ŖᮁᰍᔑᮥḲ⧪ᇡaᯥ᮹ಽᇥ⦹۵॒᮹⧪

홍성군의회에서는 매각 결정에 앞서 간담회나

┽ᨱ⦹ݡᩍḥᔢȽၰᰍၽႊḡෝⅪǍ⧊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ܩ

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같은 날 특정 1인과 계약을 체결했으

집행부는 이번 주식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높

며 의회엔 매각 후에 통보했습니다.

게 팔아 홍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다행이
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명백한 위법이고 변명에

이상과 같은 온갖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는 외부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
하게 밝혀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다음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며 추후 집행부는 외부 감사의 일정을 잡

즉, 집행부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 의회의 승인이

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랍니다.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또 외부 감사 결과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군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와

52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만연한 의회 경시 태도를

공적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단체장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

의 공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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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ᇥၽᨙ
ᱽ⫭ᯥ⫭
 ⪵

ᮅᬊš᮹ᬱ

┽ญᵝၝॅ᮹ᇩ⠙⦽qᱶॅᮥ⪙ᗭ
ḡӽᬵᯝᰆł໕ᔍྕᗭᨱᕽᩕಙ⡍ᜅ⎵

그 대안으로 큰 노선 변경 없이도 가능한 천태

᮹ၝeᱽᦩ⚍ᯱᔍᨦᮝಽ⇵ḥ⦹۵⠪┾_ᇡ

산 너머 뒤쪽, 또는 천태산 5부 능선 정도로 노

ᩍ_ᯖᔑǍeᕽᇡԕයၝᯱŁᗮࠥಽ⪹Ğᩢ

선 계획안을 수정하여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

⨆⠪aᵝၝᖅ⫭ෝॄŁ 

는 바입니다.

ᅙ᮹ᬱᮥእ⦽ᰆł໕┽ญᵝၝॅᯕ۱ӝ

본 사업은 실시설계 전 단계인 주민 공람 기간

ᇥ
ၽᨙ

۵ᇩ⠙⦽qᱶॅᮥ⪙ᗭ⦹Ł ᯕᨱ ᦩݡ⦽ݡ으로 알고 있습니다.
ษಉᨱḲ⧪ᇡᕽᨱᕽᱢɚיಆ⧕ᵝᝅäᮥ
ݚᇡऽพ݅ܩ

우리 홍성군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국토
부에 노선 변경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안에는 예산군 황새마을과 추사 김정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실시설계에

희 선생 사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피하기 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하여 장곡면 쪽으로 노선 변경을 선회한 것으로

바입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어 피해 의식과 자존감이 더욱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및 고속도로 교통 접근
성 향상을 위하여 군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

주민 설명회를 듣고 난 후 천태리 주민 일동은

고 노력하고 있는 홍성·청양 간 국도 29호선인

모두가 마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상이

홍성, 예산, 청양 접경 지역에 동홍성 IC 설치가

물려준 자연부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제시된 노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드립니다.

았습니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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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만류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멸의 지름길인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함을
⪮ᖒǑ᮹⫭۵ḡӽᬵᯝ᪅ᱥǑ᮹⫭ 규탄“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과 정부의
ᅙ⫭᮹ᰆᨱᕽᇢ⦽᮹₉⧖ᝅ⨹Ƚ┥đ᮹ᦩᮥ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북한이 핵개발을 완
전히 포길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 할 것을
ᔢᱶ⧕₥┾⧩݅
김덕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정부와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핵 규탄 결의안 채택

Õ᮹ᦩ
₥┾

홍성군의회, 자치관할권 수호 도내 첫 목소리!
⪮ᖒǑ᮹⫭۵ḡӽᬵᯝ᪅ᱥǑ᮹⫭
ᅙ⫭᮹ᰆᨱᕽḡႊᯱ⊹݉ℕš⧁ǍᩎĞĥ᳑ᱶ
ᮥ᭥⦽ḡႊᯱ⊹ჶ}ᱶၹݡÕ᮹ᦩᮥᔢᱶ⧕
₥┾⧩݅
박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 화합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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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방의회 출범
4반세기를 맞는 시점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
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헌법에 명시
된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관할구역 경제조정
은 주민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수렴해 추
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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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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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출발하기 전 사전연찬회를 개최해 연수국의 공식방문
및 현장탐방 10여 곳에 대해 각 의원별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
별 벤치마킹 대상지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하는 등 내실 있는 공
무국외 연수가 되기 위해 북유럽의 복지모델과 친환경 정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였다.
출발 당일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그들의 선진 정책을
직접 경험해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11시간이 넘는 긴 이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몹시 설레였다.
첫 방문국인 덴마크는 3일간 일
정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주거공
간을 창출한 코펜하겐 외레스타
드 신도시와 비행청소년과 범죄
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우범지대
를 새로운 디자인 도시로 재탄생
시킨 뇌레브로 도시재생 지역,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유기
농협회 회원농장 등을 방문하였
고 두 번째 방문국인 노르웨이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아스케르 시청과 베룸시 치매전문센터를 공식
방문 했다.

ᯱᩑᨱ⦽ݡ᳕ᵲŝᯙeᨱ
⦽ݡ႑ಅ əญŁŖ࠺ℕᨱ⦽ݡ
ᔍ⫭ᱢ₦ᯥ

ʡ႑᮹ᰆ

ḡӽᬵᯝᇡ░ᯝʭ
ḡၶᯝᯝᱶᮝಽᇢᮁ
 }ǎ ߕษⓍ  יᭉᯕ 
ᜅᭉߕ ⦡ऽ ᨱ⧕ݡŖྕ
ǎᩑ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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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 방문국인 스웨덴은 친환경도시 함마르비와 스톡홀
름 시립도서관, 스코그쉬르고르덴 묘지공원 등을 방문했고 마지막
도시인 핀란드는 헬싱키 생태신도시 에코 비키의 습지와 실개천을
현장 탐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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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유럽 연수를 마치고 나서 느꼈던 점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이었다.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연환경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덴마크는 자동차 배
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자
전거 도로를 도시 전역에 구축하였고 스웨덴 친
환경도시 함마르비는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
축하기 위해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주
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시 곳곳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
었고 전기차를 이용하면 주차요금과 충전비가
무료였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집에서 최소한
250m 안에는 숲과 공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할 정도로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환경을 중요시
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진심어린 환대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브리
핑 준비를 보면서 손님에 대한 배려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36~68% 가량의 높은 세
금을 징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세금들이 사회 구성원
들이 누려야 할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쓰이
며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즉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은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의식이 강하게 있
었다.

북유럽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평등에 대해 배
운다. 모든 인간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
는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핀란
드의 경우 성적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팀과제
중심의 절대평가를 시행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배려심을 가르친다.

이번 북유럽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 느낀 점이 많았다.
그들의 삶은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았고 개인
적이지만 이기적이지 않았다. 경쟁을 통한 성
취와 성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을 먼저 배려
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였다.

연수 중 공식방문 했던 노르웨이 아스케르 시청
과 베룸시 치매전문센터에서도 우리 일행에 대

군민들께서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 저희
를 뽑아주신 이유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소망에서 선택해 주신거라 생각
한다.

ʑŁྙ

이번 공무국외 연수에서 느꼈던 사람을 위한 선
진정책을 최대한 연구하고 활용해 군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해 본다.
⪮ᖒǑ᮹⫭᮹ᱶ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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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을 통해 경상북도가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
(Carbon)산업에 집중투자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우리 충남도 ‘제3
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3D프린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성장동
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어본다.
경북도는 IT생산집적단지인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
지 5년간 5085억원을 투입하는 소재산업 밸트 구축사업으로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66만㎡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94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22개 기업이 2
억원 이상 투자 의향을 전해왔고 지역별로는 경북 195개, 대구 50
개, 부산과 울산, 경남이 17개 등으로 올해 말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클러스터 조기 정착을 위해
기업지원시스템 강화와 국내외
우수기업, 연구소와 기술이전 등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으
로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업이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공동연구에 참여키로 했다고 한다.

ԕ⡍ࠥ℉݉ᔑᨦ݉ḡ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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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구유입 촉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며 산업용지, 산학협력용지 등 126만
㎡ (38만평)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
고 2016년 상반기 이전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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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엔
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사
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정밀 기기 등의
첨단산업 등 IT·BT산업시설을 중점 유치한다
는 계획이다.
본인은 충청남도의 계획을 충족시키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3D프린트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정부 취
임을 앞두고 실시한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제조업 연구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해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제조업 허브를
구축,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핵심 기술로 언급하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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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상상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며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을 추진 중에 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서울대 등 11개 대학에서 운
영 중인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은 충남도 내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순천향대, 선문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아
산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공장 등이 충남
에 포진해 있어 관·산·학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ʑŁྙ

중국에서도 3D 프린터 제품에 관심을 두고 주
요지역에 집적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가
3D프린팅 제조업 발전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
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3D프
린팅 전문기업도 2-3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
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는데 기업의 시제품을 만드는 수
준에 머물던 것이 최근에는 의료용 인공 장기까
지 찍어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3D 프린터 기술 개발의 역사는 약 30년이 되었
지만, 테마로 형성된 것은 지금이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이제라도 충남도에서 역점으로 추진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술 육

산업혁명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풍족한 삶
을 얻었고,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다품종 소
량생산으로 변화되며 생산기술과 효율 향상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3D프린팅이라고 생각된다.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는 행정력
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충남을 넘어 대한민
국의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큰 그림
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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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먹는 물을 팔고 사는 사업이 성행하고 생
수가 석유보다 비싸게 팔릴 것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의 순위에 오르고 지난해 세
계물산업시장 규모가 1500조 원에 이르는데다 지난해에는 우리 홍
성을 위시한 충남 서부지역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 제한급수까지 경
험했으니 아마도 우리 홍성군민만큼은 물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리
라 본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15년 현재 약 1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후 변화 및 인구증가로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3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 한다.

šญ⦹໕ኸྜྷࠥࠩᯕࡽ݅

우리나라도 매년 가뭄이 심각해
짐에 따라 물 관리에 관심을 가
져야 할 때라 생각한다.

홍성은 지형적으로 최상류 지역
에 속한 까닭에 물이 부족하고 고여 있는 물이 없기로 유명하다. 그
런데도 자연재해가 적고 사람이 살기에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농사지
으며 생활하기에 최고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ʡ⨭ᙹᔑᨦÕᖅ᭥ᬱᰆ

홍성에 비해 지대가 낮은 다른 지역의 치수는 비가 오면 빨리 흘러
바다로 가도록 배수에 치중을 두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비가 오면 빗물이 강으로 흘러 바다로 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땅으

⪮ᖒ ᔢඹ ᨱ a࠺ᅕෝ
ᖅ⊹⧕ ྜྷᮥ aࢱ۵ ᔍᨦᮥ
⠝ⅅ۵ߑ ᯕ ᔍᨦᮝಽ ᯙ⧕
⪮ᖒᮮᮥaಽḡ۵⪮ᖒ
ᮡ ᯱᩑ᮹ ᔾ࠺qᯕ ᔕᦥӹ
Ł ᵝၝॅᨱí ⠙ᦩ⦹Ł ᦩ
ᱶqᮥ ᵝ۵ ℕᮂŖᬱᮝಽ
ᔩí┥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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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저장되는데 산업화와 도
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빗물의 지하수 저장
과정이 줄어들고 도리어 지하수개발이 급증하
는 탓에 지하수 고갈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자주
보게 된다.
올해엔 다행스럽게도 수돗물 제한급수를 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이 풍족한
상황은 못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메말라 농
사에 애를먹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올해 홍성군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
식하고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군의원을 떠나 홍성군민의 한사
람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다.
군 안전총괄과 김영범 과장은 홍성천 상류 쪽에
가동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는 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홍성읍을 가로지르는 홍성천
은 자연의 생동감이 살아나고 주민들에게 편안
하고 안정감을 주는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탄생
했다.
이러한 물 가뭄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시각적
인 효과 외에도 말라가는 지하수를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덕분에 지역구 의원인 나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을 펼쳤다며 치사를 들
었다.

홍성천에서 힘을 얻은 홍성군은 이번에는 홍성
천과 월계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보와 목교를
설치해 물을 가두어 물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선
사할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금은 여름까지 하천에 제초 작업하는 엉뚱한
인력을 허비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던 곳을 주
민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조그만 변
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룬 성과
인 것이다.

ʑŁྙ

특히 이곳 합수머리는 천주교 신자들을 생매장
한 현장이어서 정비를 한다면 지하수 고갈을 방
지하는 환경적, 농업적인 효과 외에도 성지순례
차 홍성을 찾는 천주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몇 개월 후면 구백의총 앞 냇가에 물을 가
두어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멋지게 조성한 또
하나의 명소가 만들어 질 것이다.
나 역시도 지역 의원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주민
들에게 편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게 되는데 힘을
보태게 돼 기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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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기자인지라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특정한
분야, 그것도 선거로 선출된 의회의원들로 구성된 군의회에 대해
뭔가를 써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지만 거절하는데 익
숙하지 않은 성격 탓에 써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말았다.
사실 필자는 홍성군의회에 일주일이면 4-5일 출근하다시피하면서

노력하는
홍성군의회

의원들과도 격의없이 홍성군정이나 의정에 대해 이것저것 많은 이
야기를 하고 있기에 새삼스럽게 글로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따로 없지만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필자가 그동안 보아온 홍성군의회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
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매년 3-4차례의 현장방문 외에
도 수시로 전국의 지자체와 의회를 찾아다니며 공
부하는 모습도 홍성군의회의 좋은 모습중 하나다.

⪮ᖒǑ᮹⫭ᨱၵ݅

충청권 기초의회 최초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연
수보고회를 갖기도 했고 매주 화요일을 집행부와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 점은
특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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ᯝᱥ⪮ᖒǑ᮹⫭᮹⦽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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ၼ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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ᱱᨱ  ⦽ݡᬱŁෝ ៉ݍ۵
äᯕ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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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민과의 소통강화 및 주민들이 항시 의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태생적으

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임시회

로 기초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집행부의

및 정례회의 실시간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했으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

며 스마트폰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

고 일부 의원의 경우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주민과

부족한 모습도 종종 보인곤 한다.

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도 눈여겨 볼

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만한 홍성군의회의 특징이다.

소수당 의원이나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
홍성군의회가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속에 군정
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제역할을
다하고 특히 군청사 신축 이전, 내포신도시 조
성에 따른 홍성읍 공동화, 시승격에 대한 준비,
홍주지명찾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홍성군이 바
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홍
성군의회가 되길 기원해 본다.
⪮ᖒǑ᮹⫭᮹ᱶᗭ

65

hongseong gun council news
2016. 12

᮹⫭ᔍྕŝ

c

o

u

n

c

i

l

᮹⫭ᔍྕŝݚݕᔍྕၰᩑ

66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분장업무

사무과장

오준석

630-1914

•의회 업무 총괄

전문위원

한진곤

630-1916

•산업건설위원회 안건검토 및 심사보고
•진정, 청원 등의 심사처리

전문위원

이희만

630-1915

•총무위원회 안건검토 및 심사보고
•진정, 청원 등의 심사처리

전문위원

윤상구

630-1923

•의회운영위원회 안건검토 및 심사보고
•진정, 청원 등의 심사처리
•의장 특명 및 지시사항

팀장

장동훈

630-1918

•본회의 의사진행
•각종행사 일정관리

주무관

김희천

630-1919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 보조
•의장 및 의원 수행
•일반서무

주무관

조선영

630-1917

•회의록 속기 및 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안건검토 보조

주무관

이민일

630-1920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 보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정책협의회 운영

주무관

강성호

630-1922

•보도 및 말씀자료 작성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홍보 및 소식지 발간

주무관

박서울

630-1921

•주간업무보고 및 행사계획 작성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
•의회청사 시설장비(비품) 유지 관리

주무관

윤홍숙

630-1924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보조
•의원등록, 의정활동비, 병역신고, 재산등록
•자치법규 관리

주무관

장연희

630-1951

•회의록 속기 및 작성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건검토 보조

주무관

김정봉

630-1955

•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 (소형 및 중형 승합)

주무관

이기하

630-1925

•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 (대형 승용)

공무직

백서이

630-1935

•의장, 부의장 부속실 운영

공무직

유수현

630-1926

•의원사무실 운영(방청권 교부)

⪮ᖒǑ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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