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
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
이야말로 선진국 형 지방자치 모델
인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대한
민국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에는 중앙집권적인 
현행 헌법 구조가 큰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
조항은 단 두 개에 불과해 지방분권
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
도록 하는 등 헌법이 지방의회의 입
법권 및 지방정부의 행정권, 재정권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제약이 따른다. 그
러다보니 지방은 모든 면에서 열악
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방 재정자립도가 절반 아래로 떨어
진 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16개 도시도 ‘특례시’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를 놓으리라는 기대를 갖
게 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
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
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
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 유형이다. 

사실 경기 수원시(120만명)는 울
산광역시(115만명)보다 인구가 많
고 인프라와 인적 자원 다 충분한
데 오로지 권한만 안 준 상태다. 이
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
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했다. 이는 인구수 100만 명 이상
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특례시 명칭 
부여 조건을 인구수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에서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
게 된다. 그런데 난항이 우려되고 있
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
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
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31
개 시·군 중 10곳이 특례시 대상인 
경기도의 경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도시’들에는 숙원임

에도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 단체
장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례시’ 지
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광역자
치단체로의 재정이양에 맞춰가며 추
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지닌 인사·재정
권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
양 등이 특례시 지정에 앞서 요청되
는 대목이다. 지방정부는 구걸하다
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임
면 못하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
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
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
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
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황종택 대기자

전남 화순군이 능주면 정남리 일
대에 조성하고 있는 내수면양식단
지 준공을 앞두고 양식장 용지 10
필지 2만㎡를 분양한다.

화순 내수면양식단지는 전체 3만
3500㎡에 양식장 2만㎡를 비롯해 
용수 공급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
지시설 등을 갖췄다. 입주자 사무
실과 판매시설로 사용하게 될 지원
시설 465㎡도 들어선다.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로 조성

특히, 양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형 
관정 4공으로 1200t의 지하수를 
개발했다. 용수 저장탱크 1600t 규
모의 2개소 3200t을 설치하고 비
상시를 대비해 공업용수 관로를 연
결, 주암호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받아 물 걱정 없는 전천후 양식
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화순 내수
면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 선정 내
수면양식단지 시범단지로 10월 초 
완공 예정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스마트양식장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도 앞두고 있어 입주 어가
의 양식장 설치에 따른 부담도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 23일까지 양식장 용지 분양 

신청·접수

군은 내수면양식단지 완공을 앞
두고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분
양 신청서를 접수한다. 분양 공고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3
일까지 15일간이다. 분양 신청서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를 직접 방문
해 제출하면 된다. 분양 가격은 1
㎡당 12만1500원이다. 분양 가격
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인근 토지 가격과 고려하면 비
싼 가격이라 할 수 없고 기반시설 
조성과 접근성이 좋고 6차 산업화 
등 효과를 감안하면 매력적인 가격
이라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이다. 

◆ 바다 없는 지자체의 역발상...

양돈단지가 수산단지로 탈바꿈

화순 내수면양식단지가 들어선 
능주면 정남리 일대는 악취와 환경
오염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양
돈단지였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과 6차 산업 모델을 창출하
기 위해 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 

양돈단지가 있던 자리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함께 조성 중인 수산식
품산업 거점단지를 연계하면 수산
식품 클러스터로서 상승효과도 기
대된다. 또한, 전남 내륙의 중심이
면서 대도시 인근의 편리한 교통 
여건 등 이점을 살린다면 소비자 
접근이 쉽고 물류비도 절감되는 경
쟁력도 갖췄다.

◆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연계 개발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140억 원을 투입해, 
내수면양식단지 인근에 3만1060
㎡ 규모로 조성 중이다. 수산식품 
가공시설과 연구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 건축 연면적은 4486
㎡로 현재 건축물 2동이 신축 중이
다. 이 단지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건강식품 개
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소스 전문 특화단지로 육성
할 계획이다. 

단지의 연구시설에서 자체 개발
한 건강식품을 단지의 가공시설에
서 생산하고, 내수면양식단지의 생
산 어종을 활용한 가공 유통으로 
상승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6차산업화를 통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내수면양식뿐 아니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을 함께 운영
해 소비자와 직접 연계가 가능하
며,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 증대 효
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내수면양식단지에서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의 다양한 활동 참여와 함께 관광
객 유치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와 인
근 지역에 있는 주자묘, 정율성 유
적지, 운주사 등 관광자원과 연계
해 새로운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들
겠다는 것이 화순군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을 완
료한 후에 입주자가 양식장을 설
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문
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우리 지역의 
6차 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겠
다”고 말했다.

화순/서성배 기자 

화순 양식단지 완공 ‘눈앞’
새로운 농촌 소득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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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양돈단지, 스마트양식장으로 변신

5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에 갈등 고조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관광상품 개발·시범운영, 온라인 이벤트 등 
지역관광 활성화 견인… 관광거점으로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
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
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
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
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
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
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
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
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
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
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
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
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
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
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
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
향 음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

로 떠나는 세계음식여행’이라는 고유
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
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
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
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지역의 다문
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해설사
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투어 상품도 개발할 계
획이다.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성당에서 시작해 북변
동 청년 문화거점 공간인 1950 해동

서점을 거쳐 지역 내 휴식공간인 363
예술광장까지의 코스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
스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
로나19로 축제·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아
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테마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승곤 기자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로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 기대

광역시·도, 군소 지자체들 재정 악화 우려 반대 목소리 

 담양군,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담양군 창평 용운저수지 인근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다. /문정희 기자

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충효와 선비의 고장 “영주”를 가다 성남시,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 ‘1위’ 경남·부산·전남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힘 모아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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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최근 소통실에서 
선진 의회 서비스 구현을 위한 김포
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 착
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
다. 기존 의회청사는 1989년 준공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늘 대두
돼 왔으며,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
해 새로운 의회청사 건립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새로운 의회청사를 평
생학습센터 부지(사우동 262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연면적 6,400㎡, 지
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제시했다.

새로운 김포시의회 청사는 김포시
의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의원 정수

가 증가할 것임에 따라 부족한 사무
공간 및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포시의회 청사는 2020년 9월 설
계를 착수했으며 2021년 상반기 착
공해 2022년 준공 예정에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영 김포
시장과 김계순 시의원, 관련 국·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설계용역업체
에서 제시한 설계안에 대해 사용자
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
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착수보
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해 김포시를 대표하는 의회청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내실있
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
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최근 소백산자락길
에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아빠
육아 활성화를 위한 ‘MOM편한 30
인의 아빠단’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개최된 이날 
숲체험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
해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팀별로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하는 필드빙고, 아빠와 몸교감 명상
놀이 등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속에
서 오감활동과 신체활동으로 아빠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
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 A모(41)

씨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 
많이 답답했는데 숲에서 자녀와 힐
링도 하고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
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도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친구같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숙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의 사회성 발
달과더 나아가 가정생활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며, “아빠의 육아참
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변화된 일
상에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
화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
다. 한편 올해 7월에 출범한 ‘MOM
편한 아빠단’은 연말까지 매월 부모
교육 및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아빠의 육아에 대한 긍정
적 경험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양육
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에 앞장서고 있다.

영주/정승초 기자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
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
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
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
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
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
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
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

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
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
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
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
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
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
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
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
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
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
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
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
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
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
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
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
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
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
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
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
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안/문정희 기자 

 종합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도시의 도시재생’ 힘 모아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위한 네 번째
‘주민 주도하는 광명형 도시재생’ 공감

경기 광명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네 번째 이
야기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최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
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
혔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대신 광
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명시광
명씨’를 통해 생방송됐다. 또한 광
명시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강연회 자료를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연자는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인 최광운 강사
로, 시민이 도시재생 개념과 과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재
생 행정과 전문 용어를 잘 풀어서 
설명했다. 

최광운 강사는 다문화인과 지역
청년,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도시재
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같은 지속가
능하면서 광명시만의 지역특색을 
살린 광명형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은 “우리 시는 너부대 씨앗사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
린 집수리 사업, 쿨루프 사업, 주
택학교 등 주민 수요에 맞춤형으
로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
아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
지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
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함께 잘사
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겠
다”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지역뉴딜과 지속
가능발전’ 에 대한 강연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8월말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민참
여단의 투표를 통해 ‘일상 속 실천
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이란 
비전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11월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명/천대중 기자 

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들 해마다 증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1년새 1천명 증가 

박완주 의원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위해 노력해야” 

양기대 의원, 경찰 총경 이상 고위직 여경 3% 불과

경무관 1.9%, 순경 21.2%로 큰 차이
“혁신 통해 고위직 여성 비율 늘려야” 

12만여명이 넘는 전체 경찰관 중 
총경 이상 고위직 여성 비율이 3%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
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관 계급별 여성 비율 현
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총경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 중 여성은 
712명 가운데 23명으로 3.2%에 머
물렀다. 경무관 이상에서는 104명 
중 단 2명으로 고작 1.9%에 그쳤다
고 11일 밝혔다.

경정 이상 경찰관 중 여성비율은 
5.2%(3531명 중 182명), 경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로 다소 늘어났
다. 경정 이상 여경 비율은 2019년
의 5.0%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경감 
이상 여경 비율은 2019년(6.3%)보
다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가장 하위직급인 순경은 1만
4999명 중 3183명으로 21.2%, 경장
은 20.2%, 경사는 19.1%의 비중을 

나타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
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
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그러나 “전체 경찰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
었다고는 해도 영국 30%, 프랑스 
27%, 캐나다 20%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
직 여성 경찰관 비율은 거의 게걸음, 
정체 상태 수준”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
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천대중 기자 

영주시,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운영 인기

아빠랑 자연 속에서 명상놀이와 신체활동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서적 안정 도모

김포시. 의회 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노후화로 안전문제 대두… 필요성 제기
연면적 6,400㎡, 지하2층, 지상4층 규모

구례군, 롯데홈쇼핑와 산수유 납품 협약 체결
전남 구례군은 전국 최대 생산과 

고품질의 구례 산수유 납품을 위해 
롯데홈쇼핑, ㈜래오이경제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도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영
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이현창 전라남도의
원,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이경재 
㈜래오이경제 대표,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 엄기대 NH순한한우조합공
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번 협약은 지자체와 파트너사, 지역 
생산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

인 상품 개발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
진과 관광상품 판매에 적극 협력키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례군은 롯데
홈쇼핑의 브랜드와 ㈜래오이경제의 
기술력이 구례군의 청정자원과 결합
하면 웰니스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산수
유뿐만 아니라 구례에서 생산되는 다
른 농·특산물 등도 많은 국민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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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삼국시대
고구려의 내기군 및 급벌산군 신

라의 파사왕이 점령 신라로 복속
(AD100 무렵)

△ 통일신라시대
내기군을 내령군으로 개칭 풍기지

역에 기목진 설치

△고려시대
기목진을 기주로, 급산군을 흥주

로 개칭(995) 내령군을 강주로 개칭
했다가 다시 순안으로 개칭(1143), 
다시 영주로 개칭(1259) 급벌산군은 
흥주로 했다가 다시 순정으로 개칭 
순흥을 부로 승격(1348)

△조선시대
순안을 영천으로 개칭하고 군수를 

두었으며, 기주는기천현으로 개칭
문종의 안태지로 은풍, 기천 두 고

을의 이름을 따 풍기로 개칭 순흥을 
도호부로 승격(1413) 순흥도호부는 
폐부, 영천군, 풍기군, 봉화현에 분리 
편입(1457) 순흥도호부 부활(1683)

칙령28호로 안동부 관할(고종32
년, 1895)

△ 일제강점시대
부령 제111호로 영천군, 풍기군, 

순흥군을 합쳐 영주군(1914) 부령 
제221호로 영주면이 영주읍으로 승
격(1940)

△ 해방이후
풍기면이 풍기읍으로 승격(1973)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고 풍

기읍과 9개면은 영풍군으로 분
리(1980) 영주시, 영풍군이 통합
(1995)

■ 지역적 특성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우
리시는 해발 약 200m로 남북이 길
고 동서로는 협소하며, 소백산맥
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
(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
(1,394m)과 죽령을 경계로 하여 도
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
록 고원부지에 형성되어있으며 동쪽
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
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
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소·태백권 교
통의 중심도시이다.

■ 가볼만한 곳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서기 676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
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5점, 보
물6점, 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
대 사찰중 하나입니다. 사찰 앞으로 
펼쳐진 자연경관을 품안에 끌어 안
은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온화한 자
비심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해동화엄종의 종조인 의상조사가 왕
명으로 창건한 으뜸 사찰입니다.

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닦은 화엄
교학(華嚴敎學)을 펴기 위해 귀국하
여 이 절을 창건 우리나라 화엄사상
의 발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은 신라 화엄종의 도
량(道場)임에도 불구하고 본전인 무
량수전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불(主佛)로 모셨고, 무량수전 앞에 
안양문(安養門)을 세웠으니 『安養』
은 곧 『極樂』을 일컬음이니 이 절은 
바로 땅 위에 극락세계를 옮겨 놓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석사라 이름
하게 됨은 무량수전(無量壽殿) 서쪽

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
래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
어 '뜬돌'이라 부른 데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1916년 해체 보수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무량
수전 등을 중창하였으나, 공민왕 7
년(1358) 적의 병화를 당하여 우왕 
2년(1376) 무량수전이 재건되고, 우
왕3년(1377) 조사당(祖師堂)이 재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
(最古)의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조
사당벽화는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유물전
시관(遺物館展示館)에 보관되어 있
습니다.

△ 선비정신실천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다
영주시는 경상북도 최북단 소백산 

산록고원부지에 형성된 전형적인 도
농복합지역이다. 화엄종의 근본 도
량인 부석사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금성대군의 충절이 서려
있는 금성대군 신단, 삼국시대를 읽
을 수 있는 순흥벽화고분과 물 위에 
뜬 연꽃모양의 무섬마을 등 많은 전
통문화 유적과 얼이 깃든 곳으로 역
사의 숨결을 느끼고 선비정신을 새
길 수 있는 고장이다. 여기에 성리학
의 비조이자 선비정신의 원류인 회
헌 안향선생이 말씀하신 여섯가지 
실천덕목인 안자육훈(安子六訓)을 
토대로 현대적인 선비정신 실천운동
을 주도하고 있는 영주시는 명실상
부한 선비정신의 중심지이다.

△ 소수서원

조선 중종 38년(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워 서원의 효시이자 최
초의 사액서원이 된 이 서원은 수많
은 명현거유 배출은 물론 학문탐구
의 소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
니다.

소수서원은 건립 당시 백운동서원
(白雲洞書院)으로 불렸는데 그 후 퇴
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조
정에 건의하여 소수서원으로 사액
되었습니다. 사액서원이라 함은 나
라로부터 책, 토지, 노비를 하사받아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진 서원을 말
합니다. '소수(紹修)'라 함은 '이미 무
너진 교학을 닦게 하였음'이란 뜻으
로 학문 부흥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명종임금은 손수 '소수
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 서원은 풍기군수 신재(愼齋) 주
세붕(周世鵬)선생이 고려 말 유현
(儒賢)인 회헌 안향(安珦 )선생께서 
공부하시던 곳에 중종 37년(1542) 
사묘(祠廟)를 세우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는 안향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
고 학사(學舍)를 세워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을 본받아 백운동서원(白
雲洞書院)을 창건한 데서 비롯되었
다. 중종 39년(1544)에는 안축(安軸)
선생과 안보(安輔)선생을 배향하였
으며, 명종원년(1546) 안향 선생의 
후손 안현이 경상감사가 되어 서원
의 사당을 참배하고 각종 경비를 지
원했다.

명종 3년(1548) 퇴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경상감사 심
통원(沈通源)에게 서원의 편액과 토
지·노비를 하사해 주도록 계청(啓
請)하자, 감사 심통원이 조정에 계청
함으로써 이듬해 명종5년(1550) 4월 
왕명으로 대제학 신광한(申光漢)이 
서원의 이름을 『소수紹修』라 지었으
니,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하였음"(기폐지학 소이수지旣
廢之學 紹而修之)이란 뜻이다. 명종
임금이 손수 『紹修書院』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 하였으니, 곧 우리나라 최
초의 서원이자 공인된 사립 고등교
육기관(私立高等敎育機關)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인조 11년(1633)에는 
서원을 창건한 주세붕 선생을 추향

(追享)했다. 회헌 안향(1243∼1306)
선생은 고려 원종 원년(1260) 진사
과에 급제한 후 우사의(右司議)등을 
거치면서 문교진흥에 진력한 우리나
라 최초의 주자학자(朱子學者)이다.

△선비촌

선비촌은 유교문화 발생의 중심
지로서 옛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선
현들의 학문 탐구와 전통생활 모습
의 재현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 전통적 고유사상과 
생활상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
고자 함.

△ 영주 무섬마을

굽이굽이 돌아흐르는 강을 감싸안
은 자연의 정겨움이 가득한 수도리 
전통마을의 고가들은 우리 선조의 
숨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색으로 흠뻑젖은 마을을 거니노
라면 역사를 거슬러 선조들의 체취
와 삶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게 될 것
입니다.

△ 희방폭포

폭포는 소백산 연화봉 밑 깊은 골
짜기에서 발원하여 몇 천 구비를 돌
아돌아 다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
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웅장한 폭
포를 이룬다. 무더운 여름철, 우거진 
잡목과 시원한 폭포가 어우러진 희
방폭포는 일등 피서지가 되고 있다.

△ 죽계구곡

죽계구곡은 고려후기의 명현이자, 
문장가인 근재 안축의 "죽계별곡"이
며, 이퇴계와 주세붕 등 조선시대 유
현들이 유상하던 자취들이있어 잘 
알려진 계곡이다. 죽계구곡은 초암
사 앞에서 제1곡으로 시작되어, 시
냇물을 따라내려 삼괴정을 못미쳐있
는 제9곡에 이르기까지 약5리 사이
에 분포되어 있다. 이 죽계구곡은 영
조초에 순흥부사를 지낸 신필하가 
처음 정한 바인데 옛 초암법당 앞 바
위벽에 "죽계1곡(竹溪一曲)"이라 커
다랗게 새겨있고, 시냇물이 넓게 고
여 흐르는 물밑 반석에 행서로 세겨

진 "제일수석(第一水石)" 4자는 아주 
힘차고 활달한 글씨인데 오랜 세월
에 갈려 겨우 알아볼 지경이다.

△ 죽령옛길

삼국사기에 『아달라왕(阿達羅王) 
5년(서기158년) 3월에 비로소 죽령
길이 열리다』라 했고, 동국여지승람
에는 『아달라왕 5년에 죽죽(竹竹)이 
죽령길을 개척하고 지쳐서 순사(殉
死)했고, 고개마루에는 죽죽을 제사
하는 사당(竹竹祠)이 있다고 했습니
다. 유구한 역사와 온갖 애환이 굽이
굽이 서려있는 죽령은 삼국시대 한
동안 고구려의 국경으로 신라와 대
치, 삼국의 군사가 뒤엉켜 치고 쫓기
고 엎치락 뒤치락 불꽃튀는 격전장
이기도 했다. 고구려가 죽령을 차지
한 것은 장수왕 말년(서기 470년경) 
신라 진흥왕 12년(서기 551년) 왕이 
거칠부(居漆夫) 등 여덟장수를 명하
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략, 죽령
이북 열 고을을 탈취했으며, 그 40년
뒤인 영양왕 1년(서기 590년) 고구
려 명장 온달(溫達)장군이 왕께 자청
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등의 기록(삼국
사기)으로 당시 죽령이 얼마나 막중
한 요충이었음을 짐작할 만합니다.

△삼판서고택

삼판서고택이란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세 분의 

판서가 연이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주택의 첫 주인은 고려
공민왕 때 형부상서(조선시대 형조
판서)를 지낸 정운경(1305~1366)으
로, 정운경은 사위인 공조판서 황유
정(1343~ )에게, 황유정은 다시 사
위인 영유현령 김소량(1384~1449)
에게 이 고택을 물려주었는데 김소
량의 아들 김담(1416~1464)이 이
조판서에 올랐다. 이때부터 김판서
의 후손들이 이 고택에서 대를 이어
가며 살았다. 이 고택은 세분의 판서
를 비롯하여 조선개국 일등공신 정
도전, 사헌부 지평 황전, 집현전학사 
김증 등 수 많은 학자와 명신들을 배
출한 곳일 뿐만 아니라 경향각지의 
많은 선비들과 교류한 조선시대 명
문가로서 명성이 높았다.

△소백산

우리나라에서 열여덟 번째로 국립
공원에 지정되었고 풍기읍 수철리에 
소재하는데,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
이며 영남지방의 진산(鎭山)으로 알
려져 왔습니다.

태백산에서 서남으로 갈린 산맥이 
구름위에 솟아 경상도·강원도·충청
도 3도의 경계를 지으면서 서남쪽으
로 구불구불 백여리를 내려 뻗어 일
으킨 소백산은 영주·예천·단양·영
월 네 고을의 배경이 되어 고장의 평
화와 행복을 수호하며, 기품있는 선

비의 풍모처럼 맑고 수려한 기상의 
영기(靈氣)어린 성산(聖山)이며, 또
한 지맥의 흐름으로는 한반도의 척
추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기
도 합니다. 특히, 소백산 허리를 감
돌아 오르는 아흔아홉 굽이의 죽령
(竹嶺)은 영남의 3대 관문중 하나로
서, 그 옛날 과거길 선비들의 수많은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봉인 비로봉(毘盧峰)(1,439m)에
는 천연기념물인 주목(朱木)이 군락
을 이루고 있으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고장 선비들이 한양의 궁궐을 
향해 임금과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
다는 국망봉(國望峰)(1,421m)과, 소
백산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蓮花峰)
(1,394m), 그 옛날 산성의 흔적이 남
아 있는 도솔봉(1,315m) 등많은 산
봉우리들이 연이어져 있으며, 소백
산 중턱에는 신라시대 고찰 희방사
(喜方寺)와 비로사(毘盧寺)가 있고, 
희방사 입구에는 영남 제일의 희방
폭포(28m)가 년중 시원한 물줄기로 
피서객들을 즐겁게 맞고 있습니다.

■ 영주의 특산물

△ 풍기인삼

소백기슭의 풍부한 유기물과 대륙
성 한랭기후와 배수가 잘되는 사질
양토로서 인삼이 생육하기 좋은 천
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지
방보다 육질이 단단하며 유효사포닌 
함량이 높은 우수한 인삼을 880여농
가에서 436ha 재배하여 393톤을 생
산하고 있으며, 또한 풍기인삼의 특
성을 살린 인삼가공제품을 4개의 업
체에서 20여종의 가공제품을 생산하
여 전국에 유통하고 있음.

△ 영주사과

영주사과는 전국 제1의 사과 주산
지로서 백두대간의 주맥인 태백산맥
과 소백산맥이 분기하는 지역의 소
백산 남쪽에 위치한 산지과원에서 

생산되어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않은 맑은 물 덕택에 
맛과 향이 뛰어나며 성숙기 일교차
가 커서 사과의 당도가 높습니다.

특히, 쓰가루는 어느지역 사과보다
도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농산
물 도매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
는 품종입니다. 사과는 대부분 15kg 
상자로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으나 
다양한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단위를 5kg,10kg 단위로
도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영주한우

개량된 암소에 1등급 정액으로 인
공수정하여 생산된 우량 숫송아지를 
5-6개월에 거세하고 한우고급육 표
준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사육하
며, 비육후기에는 영주시와 건국대
학교 축산대학 정태영 교수팀이 협
력해서 1996~1997년 2년에 걸쳐 개
발한 아마종실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하고 초음파 육질진단을 실시하
여 출하적기를 판단, 고품질의 육질
만을 생산 · 판매합니다.

△풍기인견

영주(풍기)지역의 특산품으로 주
원료는 정제된 낙엽송의 목재 펄프
와 면씨앗에서 분리한 잔털의 린터
(길이가 짧은 면섬유)가 쓰이며 셀로
로오스 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섬유입니다. 땀 흡수력이 탁월하며 
정전기가 전혀 없는 "냉장고 섬유, 
에어컨 섬유"라 불리울 정도로 인기
가 높으며, 연로하신 노인 분들에게
는 더없이 좋은 효도 상품입니다.

 이밖에도 
 △ 단산포도 △ 선비촌버섯 
△ 하수오 △ 마 △ 소백네프란 
△ 순흥복숭아 △ 선비촌잡곡 
△영주쌀 △ 영주문어 등이 있다.

<영주시청 홈페이지 인용>
영주/정승초 기자

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충효와 선비의 고장 “영주”를 가다가볼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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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기업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효
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 규
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실
시한다. 오는 11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북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
을 다운받아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
우편 또는 시․군 규제부서를 통해 접
수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크게 도민생활과 경
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의 취업․일
자리 분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의 창업, 입지,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

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로 총 5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
와 소관부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가 선
정되며 12월 중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
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공모대
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공모전과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홈페
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도
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애로 사항을 빠짐
없이 발굴․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행정을 신뢰하지 못
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청렴도시 구
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시장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
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해외인
권정책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부패방
지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한 2030 의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피겐 카라한 이스탄불시
의회 의원,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 
이즈타팔라 시장 등 각국 주요 인사
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반부패와 
청렴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실현으로 
보고 청렴도시를 위한 해법으로 △
청렴실천을 통한 인권실현이라는 명
확한 목표 설정 △공직자들의 자발
적 참여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등

을 꼽았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신의 
시정 철학이라 밝히며, “시민의 권리
를 돌려주기 위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공유하는 정보가 확
대될수록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 시장은 취임 이후 총 218
회의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시민
과 소통하고 시민안건 1,135개를 제
안받아 시정에 반영했으며, 2019년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609개 
공공기관 중 1등급, 전국 3위를 달성
했다.

이는 2017년 평가에서 4등급이었
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시민소통을 통한 행정 신뢰도 회복
과 청렴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
했다. 서 시장은 “청렴도시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라며, “화성시의 변화가 
‘인권의 지역화’, ‘인권도시’의 미래
를 앞당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오
는 10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와 워
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화성/최승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
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
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
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
에 힘쓰겠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2부지사, 실
국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도민환
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
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

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
며 “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
들과 상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
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강제철거 보다 자
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
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
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
조했다.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
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
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

효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강
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
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
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
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
진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
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주
거시설 33개, 소송중인 시설 21개, 
철거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
1,593개를 철거하며 99.2%의 복구
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시설
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
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선 620억 원을 투입, 양주 장
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
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친환
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
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
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을 추진
했다. 또한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
보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공연’, ‘구석
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지
역별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평 사나사 계곡, 광

주 우산천 등 5곳을 대상으로 ‘청정
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
해 도민들이 직접 계곡을 청정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
지는데도 힘썼다.

아울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
로젝트 1호로 가평북면상가번영회
를 선정, 10억 원을 투입해 포토존·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각종 체
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
성을 살린 사업을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
해 식품위생·수질 분야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
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
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
법행위를 감시·계도하는 활동도 여
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
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로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
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
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은 것
으로 파악됐다.

수해피해 저감 효과도 있었다.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
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
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
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
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
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가량 감소했다.

성과에 힘입어 향후 도는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

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지역 주민
들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
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
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
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관할 시군의 정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
고, 기존 사업 외에도 좋은 정책제
안이 나올 시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포천 백운계곡 관광
지 확대 지정(14만8,000㎡→24만
8,000㎡)’, ‘연천 상생·공생·공존의 

아미(ARMY)천 만들기’ 등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맞춤형 하
천 정비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
이다.

아울러 ‘청정계곡 BI(아름다운 계
곡 만들기)’를 적극 활용해 정책백
서를 만드는 등 추진성과를 도민들
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청정
계곡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계곡별 
교통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한다. 
계곡의 경치를 실시간으로 웹을 통
해 송출하는 시범서비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마을공동체와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의 요구를 반
영한 계곡·마을을 만드는 ‘청정계
곡 마을 디자인 학교’ 사업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 산림보
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계곡 인근 
산지의 불법훼손 방지와 산림복원
을 도모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종 합

이재명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현재까지 99%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힘써

향후 사후관리 강화 및 지역특성 살린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

하동군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교통문화도시’ 대상
회전교차로 설치와 상징나무 식재 등
환경안전 분야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경남 하동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
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
10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
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
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
을 측정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사람중심 포용 사회 △
환경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등 4개 분야의 우수사례
를 공모한 결과 173개 지자체에서 
419건을 응모해 분야별 12건이 우수
사례로 최종 확정됐다.

하동군은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선진 교통문화도시’를 주제로 회전
교차로 설치와 상징나무 식재, 중앙
분리대 녹지공간 조성 사례를 제시
해 환경안전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하동군은 지리적으로 동서 및 남
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
이자 연간 800만명이 찾는 관광도
시였으나 주요 통과지인 도심 교차
로 대부분이 점멸등 및 신호체계로
서 통과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 운행돼 이를 획기적으
로 개선하고자 ‘신호등 철거 및 회전

교차로 설치’를 추진했다.
선진교통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의 노력으로 교통서비스 수준 향
상 및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 총 138
억 7000만 원의 편익비용이 절감되
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민 교통의
식 변화로 생활문화 향상에도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또한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비롯
해 황금사철·연산홍·홍가시를 심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녹화공간 조성으
로 도로 이용자에게 시각적 안정감
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하동 100년 가치를 반영
한 상징나무를 교차로에 식재함으로
써 도심 미관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

져와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이러한 도심 미관의 변화는 민선
7기 군민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시적
인 성과 부분에서 가장 잘한 것으로 
응답됐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
로 하동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신호
등 없는 교통문화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윤상기 군수는 “Non-Stop으
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통해 
교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우수
한 정책들로 살기 좋은 하동군을 만
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하동/김창표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과의 소통이 청렴도 높여”

해외인권정책회의 참석, 부패방지 성과 발표
취임 후 총 218회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소통

경북도, 생활 속‘불편한 규제’ 도민 공모로 개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실시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
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
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로 코
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가
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광명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32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하고 긴급재난금 지급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
명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
계해 광명만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
하고 복지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해 외롭
게 지내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
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
용하며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
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
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
금으로 1회 지급한다.

광명/천대중 기자

하남시, 기초 하수도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경기 하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초 
하수도분야 91개 지방하수도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나’ 등급에 선정됐
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공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 등을 평가해 5
개 등급으로 나눈다.

시는 2017년 지방공기업 출범 후 
처음 받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
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 하수도공기업은 △철저한 하수
처리장 운영관리와 △찾아가는 생활
민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 △장마와 태풍기

간 중 하수관로 준설활동 및 예찰활
동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7년 출범당시 13 .8%
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지난해 
38.1%까지 높였으며, 2017년부
터 2019년까지 방류수 처리기준
인 BOD 3.0 이하를 철저히 지켜 
방류 수질기준 초과 건수 제로목
표를 달성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통해 
4년 연속 방류수질 기준 초과건수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하수처리 원
가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경영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광희 기자 

김포시, 2020년 
전국일자리대상 장관상 수상

경기 김포시가 2020년 전국일자리
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으로 상
패를 수여받고 상사업비로 8천만 원
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2020년 전국일자리대상에
서 기관표창 대상으로 선정됐고, 시
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
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장 등 관
계부처 공무원 4명이 지난 7일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정하영 시장에게 상
패를 전수했다. 김포시는 광역 17개 
단체를 포함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주
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특별상에 선정됐다. 공석원 지청장
은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해 종합행
정을 펼친 결과가 지역일자리 창출
의 성과로 이어져 모범이 되어 준 것
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수상을 축하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지역고용
거버넌스 협업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질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
다”고 답했다.

김포시는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
책 추진으로 2019년말 기준 고용률 
66.8%, 취업자수 22만1,000명, 총 
일자리 1만9,700개를 창출해 고용률
은 전년 대비 1.4%p가 증가하고, 일
자리 수는 전년대비 112.4%를 달성
하며 당초 목표를 6.7%p 초과 달성
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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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
인독립운동 탐험대 2(대표 유진선)
는 최근 원삼면 (가칭)용인항일독립
운동기념관 예정 부지 등에 대한 현
장 답사를 실시했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복지정책과
와 처인구 건설도로과 담당자를 만
나 시에서 진행 중인 용인항일독립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
용에 부지 내 주차장과 진입도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
었다.

이어, 반도체산단과 담당자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원삼
면 죽능리 독립운동 유적지 삼악학
교 터 표지석과 해주 오씨 독립운동 
기념비를 옮기기로 한 산단 부지 내 
역사공원 예정 부지를 답사했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의 중요한 역
사·문화적 자산인 독립운동유적지
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기억
되는 공간으로 남겨야 하며, 이번 현
장 답사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과
의 심도 있는 논의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
했다.

명지선 간사는 "지난 2년간 연구단
체의 활동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가
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시작
할 수 있어 뜻깊다. 또한, SK하이닉
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부지 내 역
사공원을 통해 용인항일독립 운동을 
기념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용
인항일독립기념관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건립되길 바라며, 
진입도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되
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
했다.

한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는 
유진선, 장정순, 남홍숙, 이은경, 황
재욱, 명지선 의원(6명)으로 구성됐
으며, 작년에 활동했던 ｢용인독립만
세운동 100주년 탐험대｣ 활동에 이
어 올해는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
관 건립과 용인독립운동 역사 및 유
적을 토대로 교육·문화·관광콘텐츠
를 발굴하고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

용인/최승곤 기자 

북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영주
시의회가 나섰다.

영주시의회가 최근 댐 운영활성화 
및 방류반대 의사 전달을 위해 청와
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 자리
에서 이영호 의장 등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공급, 하
류하천 홍수피해 경감, 안정적 농업
용수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댐 담수의 절실성을 강조했다.

또, 영주댐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영주댐협의체 18명 위원 중 2명만
이 지역주민으로, 댐 운영 의사결정
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
는 점을 들어 영주댐협의체의 결정
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방류관련 정보들을 영주시와 공유하
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협의체에 
지역주민 50%이상 참여해 지역주민
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공유될 수 있
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주댐 건설비용 1조1천억 
및 관련사업비용 1천7백억의 막대
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수질생태모

니터링 용역 수행 등을 위해 방류가 
불가피 하더라도 댐기능 유지 및 농
업용수 확보를 위해 최소수위 149m 
유지 및 향후 재담수를 보장해야 한
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
계자는 “댐방류를 반대하는 영주시
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
다.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은 “영주
댐 방류저지를 위해 6일 영주댐협의
체 소위원회에 위원들을 만나 방류
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영주댐 
방류반대 및 영주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댐 방류저지 및 영주댐 운
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정 치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

운영일 : 화요일-일요일

휴관일 : 월요일, 1월 2일, 설,추석 당일

관람시간 : 하절기(3~10월) 09:00~18:00
               동절기(11~2월) 09:00~17:00

축 창간

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1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

회는 최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
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
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
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
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
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
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
견제시 2건, 추경 예산안 등 총 18
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

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
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
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
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최승곤 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공유재산’ 심의대상지 방문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

회가 최근 ‘2020년 수시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 현장방
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오는 14일 개
회하는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
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공유재
산 취득 및 처분의 적합성 등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상섭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소래
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
장),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월

곶항 어항구역, 맑은물관리센터,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시화
MTV 마리나시설-1용지 등 6곳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을 이어갔다. 이상섭 위원장은 “주
민 의견 등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건 심사 
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앞으
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
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천대중 기자 

나주시의회, 제5회 추경 520억 증가한 9860억 심사
전남 나주시의회는 오는 22일까

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
시회를 개회해 의사일정을 소화한
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출 부서에 대한 의견청취 및 안
건 심의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
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 
및 심의가 예정되어있다. 심의 안
건으로는 △조례안 재·개정안 20
건 △기타안건 25건 등으로 총 45
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또한 11월 
예정되어있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여 행
정사무감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에 들어간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차 추
경대비 520억 원이 증가한 9860억 

원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심의가 이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
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
건 심의,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심의 등을 마치고 폐회할 계
획이다. 

김영덕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의한 추경안과 행정사
무감사 계획 수립,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중요사안을 다루는 
임시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특히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각 분
야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
어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나주/배정빈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대안제시와 소통하는 의정활동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의�의결 

출자출연기관 찾아 업무보고 청취�현안업무 간담회 개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
319회 임시회 기간인 최근 상임위원
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
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관운영의 효
율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
사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대구
경북연구원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출
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군에
서 요구하는 수탁사업을 수익이 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에서는 연구
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자리경제실 동의안 심사에서 이
춘우(영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의 운영성과 또는 사업효과를 분석
해 지속적인 출연 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
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
액은 앞으로 있을 제320회 경북도의
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
해 확정된다.

이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기획경제위원들은 탄력적이고 효율
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의견과 대안
을 제시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이번 조직개
편안을 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담부서가 신설되는데도, 직원들이 
현장근무나 현장지원을 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실정에 
맞는 업무추진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에 대한 순환근
무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제부지사가 바뀐다고 분장사무
가 조정되는 것은 사람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나 긴급현
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Task 

force)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0월 8일에는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경북통상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간담회를 통
해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파
악하고, 관계자들과 정책 및 현안사
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가급적 매 
회기마다 주요 정책현장과 민생현장
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
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
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주시의회, 영주댐 방류저지 위해 청와대 방문

댐 운영활성화·방류반대 의사 전달
이영호 의장 등 댐 담수절실성 강조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2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에 주차장�진입도로 확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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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글로 이름을 짓고 쓰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한자와 영어를 쓰
지 말고 쉬운 우리 말글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버릇을 키워야 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방역을 
위한 필수이다. 문제는 평소엔 우리
말과 글이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자
랑하면서도 막상 쓰는 데는 인색할 
정도로 팽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말이 아닌 남의 나라 말에 중독되
어 있는 탓이다.

한글바른말연구원 원광호 원장(14
대 국회의원, 현 헌정회 대변인)은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한글날 574
돌을 맞아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상 앞에서 ‘마스크를 입마개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어 범람과 국
적 없는 신생합성어, 준말이 쏟아져 

범벅이 되어 우리말과 글이 사라지
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 
앞날을 걱정하고 겨레얼이 깃들어 
있는 우리말을 사랑한다면 마스크는 
입마개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요 상
징성이 큰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오동춘 짚신문
학 회장(전 한양대 연구교수), 오양
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김한
빛나리 한글학회 사무국장 등이 함
께 했다.

참가자들은 중국 조선족자치주는 
모국어수호법을 오래 전에 만들어 
모든 간판은 한글로 쓰고 아래에 한
자를 표기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낸다는 점과 프랑스는 자국어수호법
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우리말과 글
의 가치를 알렸다. 우리나라도 국어
기본법이 엄연히 있다. 그 정의는 △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공용어로서 한
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공공기관들은 공문서를 일반국민
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애 맞춰 한글로 작성
해야 한다 등이다.   

원 원장은 “이제라도 나랏법을 지
키고 겨레 얼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마스크’를 ‘입마개’라 
부르는 운동에 온 겨레가 함께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종택 대기자      

경북 경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는 길 잃은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
하고, 특수폭행 현행범을 포착·신고
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시민의 안
전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1:20경 112지령
실에 치매노인 미귀가자 발생 건이 
접수되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들이 사건 발생 주변을 집중 모니
터링 하던 도중 2시 13경에 성건
동 동대네거리 세기마트 앞 노상에
서 치매노인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천북면에서 전날 

집을 나간 후 미귀가 신고 된 1급 지
적장애인을 모니터링 1시간 만에 외
동농공단지에서 발견 후 귀가시켰
다. 또한 9월 22일 02:10경에는 황
남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성인 여러
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해 황성파출소에 신고했으며, 
즉각 출동한 순찰차와 협조해 폭행
현장을 제지하고 특수폭행 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학교 주변과 
공원, 문화재, 주택가 주요 길목 등
지에 설치된 2,840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
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쓸 것”이
라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
두대간수목원은 봉화 지역 바이오
기업인 솔지원(한승우 대표)과 함
께 수목원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명품 흑도라지 진액’ 액상차 제품
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특허 기
술*을 이전 받아 개발한 ‘명품 흑
도라지 진액’은 봉화 지역 기업인 
솔지원에서 제작했다. 본 제품은 
흑도라지 농축액, 맥문동 뿌리, 홍
삼 추출액 등이 포함된 휴대하기 
편리하고 섭취가 간편한 1회용 스
틱파우치 형태의 제품이다.

* 등록 특허: 복합 효소를 이용한 
도라지 추출물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산화, 미백 또는 주름개
선용 조성물(제10-1976999호)

이번에 적용된 특허는 분쇄한 도
라지에 탄수화물 분해효소를 처리
하여 유용성분의 추출 수율을 향
상시키고 사포닌 함량을 증진시키

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에 따라 제조된 도라지 

추출물은 항산화, 미백 및 주름 개
선 활성이 있어 추후 화장품에 적
용 될수 있을 것으로 수목원은 기
대하고 있다.

김영수 야생식물종자보전부장
은 “봉화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
해 수목원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제품개발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와 산림 바이오산업
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
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정승초 기자

사 회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명품 흑도라지 진액’ 

면역력 강화 위한 제품 개발 ‘인기’ 
섭취간편한 1회용 스틱파우치 형태

경기도, 공동주책 하자분쟁 더 이상 없다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대폭 확대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정사고 예방 등 위해 20명 증원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
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
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
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
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
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
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
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

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

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
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검수단 위
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
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
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

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
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
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
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
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
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
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
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
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
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
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

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
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
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
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
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
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
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
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
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
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승곤 기자 

경주시, CCTV로 시민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2,840대 CCTV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발견 보호자에 인계 

남해군, 설리 스카이워크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해

경남 남해군은 새로운 명품 관광 
시설로 선보이게 될 설리 스카이워
크의 관리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고 11일 밝혔다.

가격입찰 기간은 10월 7일부터 19
일까지이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또모집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서, 설리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그네, 관광
휴게시설(휴게소), 주차장 등을 직접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
급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
는 조속히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
아 입찰기간에 입찰을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온비드 시스템에 게시
된 공고문을 참고해 한국자산관리공
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
부해야 한다.             남해/김창표 기자

‘마스크’를 ‘입마개’라 부르자… 한글 강조
원광호 한글바른말연구원장 등 세종대왕상 앞 ‘1인 시위’
“겨레 얼 깃들어 있는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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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최근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포은초등학교 정
문에서 영천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정명순)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
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최기문 시장을 비
롯해 정명순 회장, 이찬우 학교장, 동
부지구대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마스크와 어깨띠를 착용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스쿨존 교통안전을 홍보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굣
길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배부해 교

통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방지
에도 힘을 썼다.

최기문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을 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
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도 어린이가 안전한 영천을 조성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
일과 29일에도 중앙초등학교와 영천
초등학교 정문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수막 및 피
켓 홍보와 전단지를 배부해 어린이
들에게 안전한 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을 환기시켰으며, 운전
자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
도 30km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운전 수칙을 당부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경기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도시
청결과 직원들은 6일 한울장애인공
동체와 함께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
기 행사를 열었다.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
용이 급증함에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공유하려는 것
이다 

이날 직원들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을 깨끗하게 소독한 후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젤을 절반 정도 넣고 물감
을 넣어 색을 낸 뒤 방향제 스틱을 
꽂아 향기나는 오일을 1~2방을 떨어
뜨려 방향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만든 방향제는 15일이 지
나면 향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다시 
방향제로 사용할 때 소량의 물이나 
향수, 형기나는 오일을 1~2방울 넣
어주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방향제 만들기에 참여한 한 직원
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아이스팩을 
방향제로 만들 수 있어 신기했다”며 
“집안 곳곳에 두면 나쁜 냄새를 없애
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8월부터 아이
스팩 재활용을 위해 주머니를 제작
해 관내 아이스팩 시범단지 경비실
에 배부했다.

또 지역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와 연계해 수거 주머니를 제작하는 
한편 1회 용품 사용 감축 홍보에 나
설 방침이다.

용인/최승곤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심장․뇌혈관 질환
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0월 
한 달간 응급대처 요령을 집중홍보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20%가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2010년 대비 7.4%가 증
가했으며, 최근 10년간 경북도 순
환기계통 질환 사망자 추이를 분석
한 결과 2010년 23.4%에서 2019년 
21%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
을 상회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소방본부는 순
환기계 질환의 조기발견과 응급대처
를 위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며, 고령
화 추세에 따른 어르신들에 대한 교
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기계통의 질환은 증상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한 병원진료가 매우 중
요하며, 이를 위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등의 초기증상과 응급대처 요
령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혈관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통
증과 호흡곤란이 오고 등과 어깨 등
으로 통증이 확산된다. 이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상체를 높여 누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며 심호흡을 하

도록 한다.
뇌혈관 질환은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
지고, 얼굴 근육의 표정 변화가 없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극심한 두통
과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순환기계통 질
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
가 중요하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심․뇌혈관 질환의 올바른 응급대처
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응급처치 요령
을 꼭 익혀주시기를 바라며, 심뇌혈
관 질환의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지
체 없이 119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기북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
소방서 합동청사’가 지난 8일 오후 
개청식을 갖고, 북부 도민들의 안전

을 지키는 본격적인 중추 역할에 나
선다. ‘경기북부 도민안전의 심장이 
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개청
식에는 이재명 지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과 안행위 위원, 안병용 의정부시
장, 이문수 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
간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
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아
쉬움이 있는데, 이번 새로운 청사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소방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
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도
의회에도 각별히 감사하다”고 말했
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
게 출발하는 만큼, 경기북부 도민들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적극
적으로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
붙였다. 합동청사는 미군 반환공여
지였던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부지(금오로23번길 
22-40)에 지상 6층, 지하 1층, 부지 

9,061㎡, 연면적 1만837㎡ 규모로 
건립됐다. 총 460억여 원의 사업비
를 투입,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준공했다. 업무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시했다.

이로써 2006년 9월 제2소방재난
본부 시절부터 지속된 임대청사 생
활을 약 14년 만에 마감하게 됐다.

이전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
국 시도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임대
청사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재정부
담이 가중됨은 물론, 공간부족과 출
동차량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신청
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의
정부소방서 역시 시설 노후화와 특
수차량 배치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
을 겪었다. 신축 합동청사에는 북부
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사
무공간,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대
책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민원
실, 차고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
어섰다. 근무인원 324명과 고가사
다리차 등 20여대의 소방차량이 배
치돼 경기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위
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
행한다. 이 밖에도 심리치유공간

(PTSD실), 출동대원 휴게실 등 소
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복
지시설도 함께 갖췄다.

이번 합동청사 개청으로 근무 및 
출동 환경이 대폭 개선돼 더 나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
정부소방서 간 원스톱 민원업무 처
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도
움이 될 전망이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

족도가 많이 올라갔다”며, “새 청사
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청사
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선된 업무환
경을 토대로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
한 생활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 소독제 구비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하
공연 등이 없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사 회Ⅱ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개청… 재난대응컨트 타워 역할 기대
의정부시 금오동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만,837㎡ 규모 건립

이재명 “북부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데 최선 다해달라” 당부

용인시, 버려지는 아이스팩 방향제로 활용

가정에서 재활용 방법 공유 ‘화제’
1회용 컵에 젤과 오일 사용 완성

경북소방본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강화

순환기계 질환이 급증하는 10월 중
집중홍보로 도민의 관심 유도 나서

영천시, 어린이가 안전한 희망영천 만들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대대적 전개
코로나 방역수칙,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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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복원센
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참여 사업
으로는 최초이다. 

화성시는 최근 화성시 방교동 795
일원 수질복원센터에서 ‘하이넷 화
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
다고 11일 밝혔다. 화성동탄수소충
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
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
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
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
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
량은 25kg/hr로 1일 10시간 운영기
준 넥쏘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

쳐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
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충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
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복원센터를 시작으
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과 화성종
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와 
친환경 수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
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
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장영복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
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사업 경
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최승곤 기자

연천경찰서는 군청과 협업하여, 연
천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조명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로고젝터 이미지 
및 장소를 개선하여 군민들의 큰 호
응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성범죄가 증
가추세를 보이고, 밤길이 어둡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9월 한달
동안 로고젝터 및 조명등 설치 장소
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루어졌
다. 특히, 연천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조명등 설치는 연천군과의 지속적인 
협업 및 군청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 A씨(62
세, 남)는 “조명등 설치로 인해 어둡
고 불안했던 주변이 환해져서 좋다.”

라며 조명등 설치를 반가워 했으며, 
택시기사 B씨도 “연천교차로가 예전
에는 어두워서 운전할 때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명등이 설치가 
되니 운전하기가 편해지고 사고예방
에도 큰 도움이 되는거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군내 25개소에 설치·운영 중
이던 로고젝터는 기능점검 및 이미
지 변경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시인
성있게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이번에 설
치 된 연천역 앞 회전교차로 조명등 
설치와 로고젝터 점검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
소할 수 있도록 군청과 협업하여 군
민의 안전과 살기좋은 연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연천/김승곤 기자

수도권Ⅰ

성남시,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 ‘1위’
신기술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의 도시 성남’ 

프로젝트로 분야별 최고상 금상 영예 안아

성남시는 드론 활용 행정이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어워즈
(Awards)’에서 신기술 분야 1위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위고 어워즈는 세계스마트시티기
구가 3년마다 전 세계 도시를 대상
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사례
를 공모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어워즈는 세계의 ICT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이 공모 접수한 세계 도시의 프로젝
트를 신기술, 효율적인 정부, 안전한 
도시 등 6개 분야별로 1·2차 서면 
심사해 성남시를 포함한 12개 도시
를 수상 도시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
의 도시 성남’ 프로젝트로 분야별 최

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심사위원단

은 성남시가 한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드
론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
이 평가했다.

성남지역은 군용기 전용인 서울
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의 면적의 
82%(공항 반경 9.3㎞ 이내)가 원칙
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
역이다. 

시는 지역 내 드론 기업체 56곳이 
시험 비행을 위해 원거리 출장을 가
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군과 중
앙부처를 설득해 수정구 양지공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중
원구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

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지정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은 코로나19 방
역, 열 수송관 안전점검, 열 지도 제
작, 통합방위 다중관제시스템 운영 
등 공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

드는 기회의 도시’ 프로젝트는 세계
스마트시티기구에 속한 54개 국가 
143개 도시를 통해 스마트 행정의 
신기술 분야 최고 혁신 사례로 전 세
계에 전파된다.

성남/최승곤 기자

파주시,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순항’

 폭 27.5m, 연장 15m, 높이 11.6m 
최종환 시장, 현장 교통상황 등 점검

최종환 파주시장이 최근 문산제
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교통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정체 현
상 해소를 위해 문산제일고 앞에 
설치된 방호벽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은 폭 
27.5m, 연장 15m, 높이 11.6m 규
모다. 일평균 3만 5천대 이상의 차
량이 통행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도로용량이 부족해 출퇴근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발생으로 시민 불
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개선을 위한 방호벽을 철거
를 위해 지난해부터 파주시장과 
박정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는 물
론 군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
난 달 중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공
사를 마치고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적의 교통소통 대
책을 강구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시민, 전
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방
호벽 철거 후 현재 왕복 4차선의 
도로에 좌·우회전 전용차로, 가·
감속차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첨두시간(Peak Time)
에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도
시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남은 방호벽들을 점진적
으로 철거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구간의 도
로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영주 기자

의왕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20만 원 지원

미세먼지 줄이고 13만 원 난방비 절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의왕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
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친환
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
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은 기존 물량이 470대였지만 약 
320% 증가한 1,520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일반보일러를 환
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인 저녹
스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의왕시 소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
자이다.

일반시민의 경우 지원금액은 한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수급
권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시 홈페
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공급자(대리점)을 통해 신
청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345-3827)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 설치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저녹스 보일러
는 생활주변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시에 연료비 절감으로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
으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최승곤 기자

광명시와 LH,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업무협약
가로주택정비사업, 행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지원사업 추진

광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
근 광명시청에서 광명3동 도시재생
사업에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
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
업과 행복주택사업 그리고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총
괄사업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 6월 승인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광명3동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지
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대학 운
영, 현장지원센터 개소, 주민협의체 
구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준비위
원회 구성,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
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를 단계적으
로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광명3동 주민들의 실
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의지에 부응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을 위해 광명시와 LH가 뜻을 모아 

체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와 활력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시와 LH의 역량을 집중해서 뉴
딜공모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장
종우 본부장은 “광명시는 LH와 함
께 성장한 도시이며, 앞으로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열악
한 주거지역으로, 광명시는 LH와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
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총괄관
리자 제도)에 응모를 통해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광명/천대중 기자

용인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장치 보조금 지원 

2020년 제작 20톤 이상 4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최대 40만 원

용인시는 최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경고장치’장착 비용을 최대 40
만 원(8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
정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
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
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
과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
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

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
동차이다. 보조금은 오는 2021년 6
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
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
운수팀으로 하면 된다.

용인/최승곤 기자

시흥시 하수도,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흥시 하수도 지방공기업이 행

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가’ 등
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경영
실적에 대해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
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공기업 경영의 전
반에 걸친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시흥시는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투

자사업을 활용한 하수관로 정비사
업 추진 및 하수찌꺼기를 연료전지
로 재활용 하는 방안 도입, 하수처리
장 계약전력 변경 등 원가절감을 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다
자녀가구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하수도 사용료 복지감면 및 하수
처리장 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문
화공간, 놀이시설) 운영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익 활동에 적극 앞장서 왔
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천대중 기자

연천서, 회전교차로 조명등 설치 및 로고젝터 개선 

군청과 협업, 연천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조명등 설치�로고젝터 이미지�장소 개선 화성시, 동탄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식 열어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서 준공식
1일 10시간 기준 넥쏘 50~60대 충전 가능 

하남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34명 2020년 검정고시 합격 !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하 꿈드림)은 2020년 검정고시를 준
비한 학교 밖 청소년 34명이 합격했
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14명이 응
시해 14명 전원 합격, 제2회 검정고
시에서도 21명이 응시해 20명이 합
격해 97%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앞서 꿈드림에서는 △2017년 17
명 응시 17명 합격 △2018년 33명 
응시 31명 합격 △2019년 37명 응
시 37명 합격으로 매년 100%에 가
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학생과 전문 강사로 이루어진 검
정고시 대비반과 1:1 맞춤형 학습 
멘토링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강권과 검정고시 교재를 
무료로 지원해 합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
관 기간에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발 빠르게 화상수업으로 대체 진행
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했고 향후 
1:1 맞춤 대학 입시 멘토링 지원 및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상담과 컨설
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이광희 기자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광주시는 최근 경안동 행정복지센

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
난 2018년 12월 최초 승인됐지만 경
안동, 송정동, 송정동 우전께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
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구역계 
변경을 위해 지난 2월 도시재생 전
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최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뉴딜사업으로 선

정된 송정동 우전께 사업구역을 활
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또한, 경안시장 일원 
활성화지역이 2018년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딜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접한 광주세무서 일원 및 역
4통 마을회관 일원 활성화지역에 대
한 구역계 변경도 담고 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광주시 도시재
생전략계획 변경(안) 설명, 토론 순
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해 개최했다.

광주/이근학 기자

'여주시'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위한 생석회 공급
여주시는 겨울철 구제역 및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
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
여 축산농가 880호에 179톤(8,960
포대/20kg)을 오는 16일부터 공급
할 계획이다.

앞 서  여 주 시 에 서 는  소 독 약 품 
1,600kg을 구입해 축산농가에 공급
한 바 있으며 시청 방역차량(1대) 및 
공동방제단 방역차량(2대)과 농식품

부에서 지원하는 광역방제기(2대)를 
활용해 겨울철 철새도래지(금당천, 
청미천, 양화천 주변)와 축산농가 주
변을 일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 상황실과 거
점소독장소(2개소)를 운영하며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
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여주/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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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
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
석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
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한 것으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우수단체는 ‘종합 최우수’, ‘효율
성 우수’, ‘계획성 우수’ 3개부문으
로 구분되며, 이중 의정부시가 종
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
세를 교부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정의 건
전한 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
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
되고 있지만 확장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금년 상반기에

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
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
은 1조 4824억 원으로 3분기 말
까지 72.7%인 1조 785억 원을 집
행했으며, 연말까지는 정부 목표
액 1조 1,37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평가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도  

수도권Ⅱ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비누로 30초 간 손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

광명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중요
심리적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위해 보건소 적극 나서

심리방역단 구성 ,우울 극복하고 마음 온(溫)도 높여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
기화되면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
아졌다. 광명시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정신건강
의 중요성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정신건
강연맹에서 제정한 날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심리적 고통
을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 9월 
16일 광명시보건소를 중심으로 광
명경찰서·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9개 민간기관과 함께 ‘광명시 코
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활
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
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
신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마음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고 있다.

특히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MBTI 검사를 활용한 역
량 강화 △우울 및 감정 스트레스 대
처 코칭 △색으로 알아보는 나의 스
트레스 파악하기, 각종 정신건강프
로그램은 청년 맞춤형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gmmhc.
or.kr)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
다. 또 심리방역지원단에 소속된 민

간분야 기관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정신건
강복지센터(02-897-7786~7)로 하
면 된다.

광명/천대중 기자

수원컨벤션센터,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세계총회·학술대회 유치

해외진단검사 전문가 500여 명 
40개 국 9000여 명 참가 예정

수 원 컨 벤 션 센 터 와  경 기 도 가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
회·학술대회(IFBLS-2022 KAMT)
를 유치했다.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최
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이사회를 
열고, 회원국 투표를 거쳐 수원시
를 개최도시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서울시, 인천공항과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체계
화된 개최 지원 △수원컨벤션센터
의 최신 회의 시설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IFBLS 학술대회는 40개국 
9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
모 국제학술대회다. 

해외 진단검사 전문가도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와 소셜 프로그램, 의료기기·
시약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IFBLS-2022는 2022년 9월 중 
5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임
상병리사협회 창립 60주년 학술대
회와 함께 개최된다. 국내외 진단
검사기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관련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로 인해 국제회의 유치가 주춤
한 데,  K-방역의 주역이신 한
국 임상병리사의 위상에 힘입어 
IFBLS-2022 국제회의를 수원에 
유치했다”며 “국제회의를 성공적
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
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임상병리사 연맹 세
계총회 수원시의 위상을 한층 높
여주고, 수원시가 국제회의 도시로
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될 것”이
라고 기대했다.

 수원/최승곤 기자

의정부시, 지방재정분석 전국 평가 ‘최우수 기관’ 

안산시 위기가구 생계지원 이달 12일부터 접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두 개 조건 충족 가구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
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
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지급대
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
천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
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
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
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
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
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
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
(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9일부터 30
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월
(1,6), 화(2,7), 수(3,8), 목(4,9), 금
(5,0)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에 신청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
문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9월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
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
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된다.

윤화섭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
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
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
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
지로(☎129)’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길대성 기자

지하철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 추진 급물살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안 포함
연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하남시는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에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안이 포
함되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 광
역교통개선대책(안)」은 연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별도로 9
호선 연장 관련「공공기관 예비타당
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는 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
다는 것.

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
책(안)」에 9호선 미사 연장이 포함
되는 것이 상위계획 반영, 타당성 통
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서 유리해 
미사까지 9호선을 가장 빠르게 개통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간 김상호 하남시장과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2019.1월 서울시
장 면담, 2019.8월, 2020.5월 대도
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2019.10월 광역교통 2030 미사 연
장 포함, 2020.06월 「도시철도 9호
선 업무협력 MOU(강동구,하남시,남
양주시,LH)」 체결 등 미사강변도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러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
되었듯, 선동 IC 개선, 선동IC~강일
IC 우회도로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선동 접속 한강교

량 신설,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 개
통 등을 통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
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일
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9호선 왕
숙 연장 시 오히려 미사 연장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시철
도 진행 절차와 철도계획 관계 기
관들 간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현
실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9호선 미
사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의 
대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시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에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구간(고
덕강일1~강일)이 상위계획에 미확
정되어 미사 연장 추진이 불투명하
고, 추후 상위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예비타당성통과, 재원확보 등이 불
확실한 상황이었다.

하남/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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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2021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
는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
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
고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성 향상
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을 통해 국
내 과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실시
하는 제도이다. 지원사업은 품종갱
신, 관정개발(6인치형), 관수시설, 농
산물운반기(모노레일), 방풍망, 배수
관, 서리피해방지(미세살수시설), 전
기울타리, 조수류퇴치기, 과원내작
업로, 지주시설, GAP(친환경과원관

리) 등이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
터 11월 6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대
구경북능금농협영주경제사업장, 풍
기농협, 영주농협 중 신청농가의 과
수 출하 실적이 있는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요건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재
배 과원으로 최근 5년 이내 농협출
하실적이 있어야 하며, 향후 3년 이
상 과수 생산량의 80% 이상을 농협
에 출하약정 해야 한다.

또한,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 농
업 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00
만 원 이상인 경영체,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거나, 3
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영
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다.

영주/정승초 기자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
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
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
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
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
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
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
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
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
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
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

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
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
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
제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
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
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
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
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
www.gyeongju.go.kr)<민원안내<
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
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
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
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
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북도는 2017년 ‘낙동강 고대 문
명사’와 2019년 ‘낙동강 중세 문명
사’ 발간에 이어 올해 ‘낙동강 근대 
문명사’와 ‘낙동강 고대․중세․근대 문
명사 종합편’을 발간하고 다년간에 
걸쳐 진행된 낙동강 문명사 연구사
업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낙동강 문명사 연구사업은 영남 
문화의 산실이자 민족의 역사를 고
스란히 간직한 낙동강의 역사와 문
화, 강마을 사람들의 삶의 자료를 현
장에서 조사․연구해 낙동강의 문명
적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경북도
가 대구경북학회 책임연구원 박승희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분야별 연구
위원들을 통해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의 긴 여정으로 진행
해 왔다.

올해 진행한 ‘낙동강 근대 문명사’ 
연구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낙동강이 어떤 비극의 역사와 이야
기를 품게 되었는지를 탐방하고 한

국 산업화의 중심지로서 낙동강 유
역의 문화와 산업화 이야기를 통해 
낙동강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
츠를 탐색하고 제안해 현재적 가치
를 재구성한 것이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낙동강 고대․중세․근대 문
명사 종합편’의 발간을 통해 고대부
터 중세, 근대 문명사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역사와 스토리, 문화를 한 
권으로 요약․정리함으로써 낙동강
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역사와 문화
를 새롭게 집대성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낙동강 근대 문명사’와 ‘낙동강 고
대․중세․근대 문명사 종합편’은 경북
지역 시․군 및 공공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등을 비롯해 전국 광역 지자
체와 시․도 대표 도서관, 국립대 도
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낙동강 문명사 연구를 계기로 낙
동강이 고대로부터 우리 역사의 원
천이자 문화의 중심을 흐르는 물길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 
낙동강의 역사와 이야기는 미래로 

가는 우리들의 물길이 되어야 하며, 
낙동강 고대․중세․근대 문명사 연구
를 바탕으로 낙동강이 경북뿐만 아
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밑
천이자 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
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남권Ⅰ

예천군,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

34억 투입 2023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주민들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발전 기대

예천군이 국가균형발전위윈회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에 선정 
돼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2023년
까지 서본‧노상지구 생활환경 취
약 지역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
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대해 기초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
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활
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건축년도가 평균 30
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50% 
이상, 4m 미만 불량 도로에 인접
한 주택이 90%가 넘어 주거환경
과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서
본1리, 노상리를 공모 사업 대상지
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돼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
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까지 
국비 70%가 포함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 여건에 맞는 주민활동을 지
원하는 등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발
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
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
한 지적재조사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서본‧
노상지구 정주여건 개선으로 취약
지역 주민들 생활수준 보장은 물
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마을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예천/정승초 기자

봉화군, 2020년 꼼지락 꼼지락 나눔봉사활동 

다문화가정과 한방수제샴푸 만들어
독거노인과 요양시설 입소자에 기부 

봉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는 지난 11일까지 지역 다
문화가정 5가구와 함께 2020년 꼼
지락 꼼지락 나눔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의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봉사활
동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각 가정에서 한방수제샴푸와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을 갖고, 만들어
진 물품 100여 개를 지역 독거노
인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기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과 봉사를 
접목함으로써 봉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
는 한편,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
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내 유대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락 주민복지실장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나
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
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이라
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이라
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경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력 직속 청년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의성 방문

창업 청년들과 스마트팜 청년농부, 창업지원 방안 토론벌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원회 산하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
회’(이하 청년특위)는 최근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이웃사촌 시범마
을 현황과 지역 청년들의 현장 목소
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지역의 청
년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릴레이 토
론의 일환으로 박경 청년특위 위원
장을 비롯한 청년특위 위원, 경북도 
인구정책과장과 의성군 관계자, 창
업청년 및 청년농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정규 이웃사촌지
원센터장의 이웃사촌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도 인구정책과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현황 설명

과 청년정책관실의 경북도 청년정책
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경 청년특위 위원장이 주
재한 청년 간담회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창업 청년들과 스마트팜 청
년농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 창업지원 방
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경북도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지방소멸 극
복 모델로서 유입 청년의 안정적 정
착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의료, 복
지 등을 두루 갖춘 행복마을을 조성
하는 것이다”라며, “이 사업이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노력과 더불어 중앙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며 정부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
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박경 청년특위 위원장은 “경
북도의 특수시책인 이웃사촌 시범마
을의 청년유입 모델을 참고해 중앙

정부의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
가겠다”라며,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북도, 낙동강 문명사 연구 마무리… 문명적 가치 재발견
‘낙동강 고대�중세�근대 문명사 종합편’ 발간
경북의 역사 재조명 및 문화 콘텐츠 활용

경주시, 꼼꼼하게 따져 혜택 받으세요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 완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해

경주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개시

공공비축미곡 5,580톤(139,500포) 매입
지난해보다 30톤 증가… 출하기준 준수

경주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고 11일 밝혔다. 

올해 매입량은 산물벼 3,500톤
(8만7,500포대)과 건조벼 2,080톤
(5만2,000포대) 등 총 5,580톤(13
만9,500포대)으로 작년에 비해 30
톤 증가했다. 매입품종은 삼광벼로
써, 건조벼 출하농가는 수분함량 
13~15% 범위로 건조해야 한다. 포
대벼(40㎏) 보다는 톤백(800㎏)으로 
출하할 것을 권장하며,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조와 품위규격 등 
출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가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내년 1월에 확정 후 농가에 지급하
며, 중간정산금은(3만 원) 농가가 수

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사장 내

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
열 체크를 해야 하며, 농업인이 모여 
술· 음식 등을 취식하거나, 등급판정 
현장을 단체로 참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출하농가는 본인 차량에
서 대기하는 등 이동경로를 최소화
하며 서류작성, 시료채취 입회(품종
검정용)후 즉시 귀가하는 등 방역수
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주/한반식 기자 

영주시, ‘2021년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신청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 예방 나서
관정개발·관수시설·농산물운반기 등 지원

예천군,‘ 클린 예천 안심식당’ 50개소 지정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
에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
반음식점 50개소를 ‘클린 예천 안심
식당’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
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등 감
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
는 사업이다.

지정기준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
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소독 환기 실시 등 4가지 실

천과제 이행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을 희망하는 영업주가 신청하면 현
장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
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안심식
당 지정 스티커 부착, 식사문화개선 
관련 물품(안심접시, 덜어먹는 도
구, 수저통합지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청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T-map 앱(App)으로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주변의 지정된 업소로 안
내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
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예천/정승초 기자

경북도, 불국숙박단지 조명 테마거리 만든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

관하는 ‘2021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
원사업’공모에서 경주 불국지구 관
광특구의 ‘불국숙박단지 조명 테마
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
비 5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0억 원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6월, 서울 
및 제주도를 제외한 26개 관광특구
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경주 
불국지구 관광특구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
화 지원사업’은 관광특구별 관광콘
텐츠를 개발․육성하고 외국인 관광
편의 기반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다. 경북도는 ‘불국숙박단지 조명 테
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경주 불국
지구의 숙박단지, 상가 및 공원의 경
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해 밝고 쾌적
한 야간조명 테마거리를 조성해 관
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천년고
도 경주 불국지구 관광특구가 신라
의 아름다운 야경체험으로 힐링과 
추억을 간직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를 바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불국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보탬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천 과일, 디저트 상품으로 변신! 

영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특화 영천 과일 
디저트 상품 레시피 개발’ 연구 용
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중간 실
적보고, 개발 중인 디저트 상품의 
시식 및 평가와 질의응답에 따른 의
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천 
과일을 활용한 제과류 6종을 선보
였다.

김병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1
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지역 내 
농업인과 가공업체가 레시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며, 
“특히 디저트 상품이 영천만의 특화
된 음식으로 자리매김해 주요 먹거
리 관광자원으로 발전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과일의 도시인 영천을 
대표하는 디저트 상품으로 지역 과
일 소비 확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
터 대구공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
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영천/한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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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외
부강사와 교육지역청, 학교 간의 소
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자 오는 14일 관내 
초·중학교 외부강사 130여명을 대
상으로 청렴 설문 토크를 실시한다
고 8일 밝혔다.

이번 청렴 토크는 매년 교육지원
청이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집합연수 및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던 기존을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
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언택트 시
대’에 걸맞은 비대면 방식으로 재구
성해 실시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
교 강사들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하도

록 하고, 모인 의견들은 향후 방과후
학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청렴의
식 확대 및 공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을 독려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리플
릿 및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백운현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
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방과후학
교 강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청렴 토크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
의 애로점을 모아서 학교 현장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들의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동/김창표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NK부산은행과 함께 12일부터 12
월 11일까지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
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
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라인으
로 개최되며, 온라인에서 구인·구직
신청, 화상면접, 부대행사까지 동시
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비대면 박람
회이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지역의 
견실한 중소·중견기업 150개 이상
이 채용관을 운영하며, 토종 대표기
업인 BNK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도 
협력사와 부대행사를 통하여 박람회
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www.부산온라인
일자리박람회.kr)에 접속하여 온라
인으로 입사지원과 화상 채용면접을 
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면
접 등 채용과정 맞춤형 컨설팅과 ‘잡
아이 챗봇’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정
보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구직 참여자에게는 아이패
드, 에어팟, 기프티콘 등 각종 추첨
경품을 증정한다. 참여기업은 박람
회를 통하여 직원 채용 시 최대 5명
까지 1명당 1백만 원의 BNK부산은
행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
며,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로 구
성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
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의 주요 내
용은 인사·노무·회계·금융 등 기업
경영 분야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

산시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 소개 
및 신청방법 등이다. 또한, 박람회 
참여기업은 무료 기업홍보영상 제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
는 △라이브(Live) 채용설명회, △라
이브(Live) 취업특강, 그리고 △온라
인 면접코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
대행사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며 △
‘부산일포유(Job for you) 앱(App)’ 
등을 통하여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
했던 각종 일자리 지원정책 정보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10월 15일과 22일에는 
BNK금융그룹, 부산항만공사, 한국
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보
공업, 아난티코브 등이 참여하는 라
이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문
강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
반 블라인드 채용과 라이브 취업특
강을 통하여 구직자들은 생생한 취
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용설명회
와 특강은 소통형으로 진행되며 참
여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참
여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
리 시는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
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정역량을 집
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 고
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종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하는 ‘부
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도 이러
한 노력의 결집이다. 참여자들이 어
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도 찾고,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전
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고부
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남해안 3
개 시도는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을 지난 10월 8일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
혔다. 그동안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
항 신항과 광양항은 항만물동량에 
비해 단순 하역과 보관기능에 치우
쳐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이뤄지
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위, 관

세청 등 중앙 부처와 관련 업체 면담
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31일 구성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의 첫 번째 안
건으로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함께 논의한 끝에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건의
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
의문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제
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의 입주허용과 ‣조업과 물류업으로 

엄격히 구분된 입주업종의 탄력적 
복합 운영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를 통해 항만배후단
지가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자 세계 물류기반(글로벌 
물류플랫폼)으로 조성될 수 있는 출
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항만·조선·석
유화학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무한
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
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
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항만물동량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할 고부가가치 항만배후산업을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하동 평사리들판이 오는 17일 
또 다시 느림의 터치로 한 폭의 그
림이 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평사리들판 슬로워크’를 통해서
다. 올해는 코로나19 속에 치러지
는 만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지
속할 수 있는 행사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다. 작년에는 1,000명이 참
가해 대규모 걷기 행사로 진행됐
지만 올해는 100명만 접수한다. 그
것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별로 20명씩 순차적으로 행사
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비는 1인 
당 1만 원, 티셔츠와 물통스트랩 
등 기념품이 주어진다.

약 5㎞ 걷기 코스에는 작년처럼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고 작은 평
사리들판 제방에 마련된 쉼터에서 
가져온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쉼을 
즐길 수도 있다.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동정호생
태공원에서는 놀루와가 자랑하는 
‘차마실’이 함께 열린다. 약 10명의 
하동차농이 펼치는 작고 소담한 
찻자리다. 작년에는 60여 명의 차
인과 차농이 대규모 들차회를 펼
쳤는데 올해는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만큼 진한 하동차의 속살을 맛 
볼 수 있다. 3시부터는 인기 유튜
버이자 가수인 미기의 ‘미기쇼’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펼쳐진다. 하동
출신 인기가수들과 슬로워커가 미
기와 함께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다. 뿐만 아니라 본 행사에는 참여

하지 못하지만 국내·외 어디든 느
리게 걷기에 동참하고 인증을 남
기면 완주증을 증정하는 ‘랜선 슬
로워크’도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의 기획을 맡은 놀루와의 조
문환 대표는 “하동은 그 자체가 여
행지다. 그 중에서도 평사리들판은 
걷는 것만으로 그림이 되고 대지
예술가가 되는 곳”이라면서 코로
나19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느림의 
축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하
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는 2018년
에 조합원 8명으로 창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는 청년직원 4명과 
중장년이 함께 어울려 지역 활성
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간 독특한 여행문화를 창출
해 내는 것으로 평가 받아 문화체
육관광부 생활관광에 당선돼 ‘차
마실’과 ‘달마중’을 핵심 콘텐츠로 
진행하고 있으며 ‘달마중’은 한국
관광공사 선정 대한민국야간관광 
100선이 됐다. 이번 행사는 문광부
의 생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진
행한다.

하동/김창표 기자 

영남권Ⅱ

하동군, ‘슬로워커가 몸으로 그리는 대지예술’ 개최

100명 한정 ‘차마실’·‘미기라이브 쇼’ 등 
평사리들판 슬로워크서 ‘느림 축제’ 진행

경남·부산·전남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힘 모아
중앙부처·국회 상임위로 ‘항만배후단지 법·제도개선안’ 

물류·제조·가공 복합거점 및 세계 물류기반 출발점 기대

부산시, 광역지자체 최초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구인·구직신청, 화상면접, 부대행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방향 제시

하동군, 온라인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 실시

하동성가족상담소 강희순 소장
사회복지사대상 첫 온라인교육

하동성가족상담소 김희순 소장은 
최근 하동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사
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은 아동
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
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으로 이뤄졌다.

김희순 소장은 관내 사회복지사들
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방식과 대
처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
다. 김희순 소장은 폭력예방교육 전
문가로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
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 
이번 교육 진행에 남다른 애정을 가
지고 준비했다.

김희순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고, 조력자로
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성가족상담소는 온라인, SNS, 
전화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
동성가족상담소는 평소 지역사회 주
민들의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성폭
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활
동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행복한 하
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동/김창표 기자 

하동군, 방과후학교 강사 ‘언택트 청렴 토크’

교육지역청, 학교 간 소통과 공감 기회
초·중학교 외부강사 130여명 대상 실시

남해군, 내년도 마늘 제값받기 총력전 펼쳐
남해군은 내년도 마늘 가격 안정

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를 위한 산지 
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
측 10월호에 따르면, 2021년산 마늘 
재배 의향면적이 전년 대비 5%가 감
소됐지만, 대서마늘은 1% 증가, 남
도마늘은 11% 감소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특히, 대서마늘은 2020년도 산지
폐기면적 적용시 전년대비 14% 증

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내년도 가격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0년산 재
배면적이 650ha이고 고령화에 따
라 지속적으로 면적이 줄고 있는 실
정”이라면서 “우리군 주재배 품종
인 남도마늘은 면적이 오히려 줄었
지만, 농업인들께서 신중한 영농계
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마늘 수급 안
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
다”고 밝혔다.

남해/김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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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1차 배정물량이 1,188
톤으로 결정되어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매입 업
무 추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2020년도 공공비축미
곡 매입 요령과 개정된 사항, 코로
나19 감염 예방 조치 등 출하농가에 
대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참석자
들 간의 업무 공유시간을 가졌다.

광양시의 올해 벼 재배면적은 
1,248ha로 지난해 보다 34ha의 면
적이 타작물로 전환되었고,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 인센티브 
물량은 향후 농식품부가 해당농가에 
직접 2차로 배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새 포장재로만 수매가 
가능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일미, 새청무’ 2개 품종으로 이외
의 타 품종 20%이상 혼입으로 품종
검정 검사에서 적발되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된다.

특히, 품종검정 시료채취 방식이 
바뀌어 한 포대에서 채취하던 방식
에서 여러포대에서 혼합으로 600g 
채취해 300g은 검사용으로 나머지 
300g은 이의 신청용으로 읍면동에
서 보관한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 3만 원
을 수매직후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2월 최종 확정되
면 연말까지 정산 지급 완료할 계획
이다.

광양/김창표 기자

나주시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의 핵심인 손실보전 협상 촉진
을 위해 광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
민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
전 범위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
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
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주)도 포함
해야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
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2009
년 3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
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기로 한 합

의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
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
러냈다.

시는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
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
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
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
청했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
원회의 기본합의를 존중하며 SRF열
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손실
보전 방안 마련과 거버넌스 위원회
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기관
으로서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
혔다.

나주/배정빈 기자

장흥군은 69억 원을 들여 추진
하고 있는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도로 개설공사를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도로는 장흥 북부로에서 코
아루, 장흥고, 남부관광로로 이어
지는 군계획도로 가운데 제1차 구
간이다.

제1차 구간은 2019년 12월 발주
해 현재 도로 개설공사가 한창 진
행 중이다. 연장선인 제2차 구간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도로는 사
업비 26억 원 가운데 보상비 10억 
원을 우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농어촌공사에
서 코아루 아파트 단지를 거쳐 교
통장애인협회까지 군계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아루 아파트 단지 앞의 기존 
도로는 좁고 주차된 차량으로 군

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아파트 신축으로 총 584세

대가 입주함에 따라 통행량이 급
격하게 증가해 새로운 군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했다.

장흥군은 시가지 교통체증이 늘
어남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으로 
교통량 분산 유도를 위한 신규 계
획도로 개설을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군계획도로 개설로 군
민의 차량 통행과 보행 불편을 해
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도 2호선 향양IC와 남해
고속도로 장흥IC가 가까워지는 만
큼 교통 흐름의 효율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들의 의
견을 반영한 도로 확충과 주거환
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
라고 밝혔다.

또 정 군수는 “주민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군계
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호남 / 강원 / 충청Ⅰ

여수서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유치붐 ‘견인’
내년 9월 51개국 156개 회원도시�UN기관 등 700여 명 참여

기후변화대응, 국제 네트워크 통한 COP28 유치 기반 강화

여수시가 2021 도시환경협약 정
상회의를 유치하면서 COP28 남해
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 지
지를 천명하며 COP28 유치에 한 
발 다가섰다.

도 시 환 경 협 약 ( U E A ,  U r b a n 
Environmental Accords) 정상회의는 
내년 9월중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에서 열리며, 국내‧외 회원도시, UN기
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한다. 

개‧폐회식을 비롯한 본회의, 주제
별 분과회의, 집행위 등 회의를 진행
하며, 여수시는 UEA 여수선언문을 
발표하고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시장
실에서 UEA사무국 윤원태 사무총장
과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체결 직후 권 시장은 기후‧환
경 토크콘서트를 통해 2021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여수시를 국내‧외 회원도
시에 소개하고,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와 COP28 유
치 등 현안사항을 홍보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토크콘서
트는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UEA사무국은 영상을 영문 자막 작
업 후 국외 회원도시에 배포 홍보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도시환
경협약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여수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우뚝 서고, COP 참가국과 

UN기구 등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
용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분
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51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된 도시환경협약
은 도시 환경문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논의를 위해 격년으
로 도시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여수
시는 지난 7월 UEA 집행위원회 심
의를 거쳐 2021년 정상회의 개최지
로 최종 확정됐다.

여수/김기모 기자

유두석 장성군수, 농촌진흥청 방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조성 협력방안 모색”

지리적 특성, 우수한 교통여건 등 안정적
아열대작물 재배 , 전문인력 양성 계획

장성군이 유두석 장성군수가 농촌
진흥청을 방문해 허태웅 청장과 면
담을 가졌다고 11일 전했다.

유두석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올해 6월 유치가 확정된 국립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열대농업 연
구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긴밀한 협
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장성군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미
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
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전남에서 최북단에 위치
해 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서남쪽
에 있으면서도 해안가를 낀 고창, 영
광군의 후방에 자리잡아 해풍의 영
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같은 지리적 특성은 장성군이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의 최적
지임을 보여준다. 장성군에서는 사
과와 포도가 재배되는 남방 한계지
점과 단감을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
계지점이 교차된다. 여기서 재배에 
성공한 아열대작물은 전국적으로 그 
재배법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크
지 않다. 농촌진흥청의 국립아열대
작물실증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장성
군 삼계면 상도리 일원이다. 해당 사
업지는 최근 5년 사이 지진이나 한

해(寒害)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
았을 정도로 기상 조건이 안정적이
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
해도 적다. 우수한 교통 여건도 장점
으로 꼽힌다. 광주광역시와 가깝고 
KTX,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연구결
과의 효율적인 확산과 관련기관 간
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구아바, 레드
향, 애플망고 등 총 8종의 아열대작
물이 12.76ha 규모로 재배되고 있
다. 군은 2025년까지 25ha 규모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환경제어, 지능형 
생육관리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도 보다 폭넓
게 보급한다. 6차산업으로의 발전도 

도모한다. 아열대과수를 활용한 지
역관광마케팅 사업을 10개소 규모까
지 강화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전문인력을 연간 100명 규모로 
육성하고, 장성미래농업대학에 기
후변화 대응 및 아열대농업 연계 학
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아
열대작물실증센터는 시설구축 비용 
35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연구동과 온실, 실증‧증식 포장 등
의 시설이 갖춰진다. 농진청은 올해 
말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
진하며, 완공은 오는 2023년으로 예
상된다.

장성/박태지 기자

“장흥군 도로교통 여건이 확 달라진다”

장흥~코아루~장흥고 계획도로 
제1차 구간 2021년 완공한다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300억 원 판매 완료

사용자 편리한 카드형 상품권 도입
지류·카드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보성군은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 보성사랑상품
권 300억 원이 전량 소진 돼 추가로 
100억 원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발행분은 오는 19일부터 판
매에 들어가며, 할인율은 연말까지 
10%가 유지된다.

연말에는 카드형 상품권도 선보일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
의 판매율이 높아지고 지역에서 대
중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용자 편
의를 높이고 카드형 상품권 보급을 
위한 지류·카드 유통 통합 전산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드형 상품권은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중장년
층을 고려해 은행창구 판매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보급

이 되면 이용성이 확장 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상권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용처 확대에도 박차
를 가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상품권 사용 문화를 만들어 가
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목포 고하도, 한국관광공사 비대면관광지 100선 선정

고하도 해안테크, 둘레숲길, 
전망대 등 가을에 가볼만한 곳

목포 고하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
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
선」에 선정됐다.

이번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기
준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지로서 개별ㆍ가족단위 위주 테마 
관광지, 자연환경이 중심인 관광지, 
단풍 및 가을 테마에 부합한 관광지 
등을 선정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고하도는 대중에게 알
려지지 않고 있지만 아름다운 풍광, 
산책로, 자연환경 등이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멍 때리기 좋은 휴식처로 
인식되면서 이번에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고하도 해안데크(1,080m)는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내
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자연절경인 해안동굴, 해안절벽 그 
사이로 멋들어지게 솟은 해송을 감
상할 수 있고 고하도에서 바라보는 
유달산과 어우러진 목포 시가지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데크 중간지
점에는 106일간 머물며 수군정비를 
통해 조선을 구했던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의미의 이순신 포토존이, 

데크 마지막 지점에는 고하도 용머
리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비
대면 관광지 100개소에 대해 자체적
으로 관광마케킹을 실시한다. △대
한민국 구석구석 및 여행주간 웹 등
재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온
라인 매체광고 △티맵 네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후 도착시 기프티콘 증
정 등 이벤트 실시 △BC카드, 현대
자동차 연계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이
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하도가 가
을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고하
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을 
대비해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반의 준
비를 하겠다”며 “고하도를 찾는 관광
객들이 목포시 주요 관광자원도 둘러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서선진 기자

나주시,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촉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 위한 입장문 발표

광양시, 공공비축미곡 1,188톤 사들여

 1차 배정물량 결정, 업무 추진 나서
새 포장재로만 수매가 가능해져

담양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담양군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8
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
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
며 모든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
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주요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
가 기본통계조사다.

이번 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
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보다 심층적인 항목의 표본조사(국
민 20%)로 이루어져 있다.

군에서는 표본 8,500가구를 대상
으로 출생지, 교육정도, 직업, 사회
활동 등 55개 항목을 조사하며,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1
인 가구 사유, 반려동물 보유 여부 
등을 신규로 조사한다.

담양/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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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 19 위기 넘어 미래 성장의 날개 펼친다!

영암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
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금 회복하
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적 사정 
속에서 영암특화농공단지의 분양
률 100%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
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
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은 경비행기 항공산업, 농공단
지 활성화, 신산업육성과 기업‧투
자유치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
여 경제적 침체를 극복할 뿐만 아
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동력까지 
확보해간다는 방침이다. 

■ 경비행기항공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준비!

영암군은 경비행기항공산업을 중
심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본격 들어서고 있다.

2018년 11월 제5회 항공레저스
포츠제전을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
여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참관하는 
성황을 이룸으로써 성공적인 개장

이 확인된 경운대학교 경비
행기 이착륙장(800M) 준공
에 이어 작년 5월 영암읍 남
풍리에 기숙사 및 실내 강의
시설인 Flying Center를 2개
동 3층 규모로, 2인용 73개실
을 개소해 현재 3~4학년 학
생, 교관 등 80여명이 기숙사
에 입주하여 영암읍에 고급인
력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에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은 경운대학교 Fly ing 
Center와 신한에어 경비행기 훈련
시설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항공
산업을 육성중이며 정비학과 등 항
공조종인력 양성과 소형항공 신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무안·광주공항 통합
과 국가적으로 항공인력 수요대비 
부족한 훈련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암의 너른 공역을 활
용한 훈련용 비행장 개발을 통하여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의 발전과 
비행훈련을 위한 훈련학생, 교관 
등의 장기 체류 및 유동인구를 증
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정
부 제6차 항공개발 종합계획에 군 
계획을 반영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

■ 농공단지 분양률 100% 달성! 

기업하기 좋은 영암

영암군 동부권 경제활성화를 위
해 조성한 영암특화농공단지는 16
개 기업에 20필지가 분양되어 분양
률 100%를 달성하며 활기를 띄고 

있다.
이에 힘입어 

신규 고용창출
과  영 암 읍 을 
비롯한 영암군 
동부권 경제에 
기 여 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신북농
공 단 지 와  군
서농공단지도 
휴·폐업 중인 
공장은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신규 투자유치와 함
께 기존 기업의 우수제품인증 지원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
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제품 우선구
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
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본격 

추진, 그린에너지 선도!

영암군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2021
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해에 이어 2
년 연속 선정되면서 그린에너지 선
도도시로 나아가게 되었다.

군은 지난 해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억 원중 국비 15억 원, 도
비 3억3천만 원, 군비 7억 6천만 원
을 투입하여 삼호읍 일원 338개소
에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원의 설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컨소시엄 구성
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281

개소에 1,214 kW, 태양열 57개소
에 342㎡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 
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12월까지 설
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는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
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에 주택용 태양광 310개소, 
상업건물 72개소, 주택용 태양열 
68개소 등 총 450개소에 신재생에
너지를 설치하게 됐다.

또한 미추진 지역 도포, 군서, 서
호, 학산, 미암면은 2022년 공모사
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
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
효과와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온실
가스 절감효과 등 다양한 시너지효
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최근 코로
나 19의 위협 속에서도 영암특화농
공단지의 분양률 100% 달성을 비
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영암군은 계속해서 미래를 위한 발
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영암군의 앞길을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이영석 기자

경비행기항공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준비!

농공단지 분양률 100% 달성!… 기업하기 좋은 영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본격 추진, 그린에너지 선도!

여수시, 72년 만에 ‘민�관�군�경 하나된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결실

1948년 여순사건 발발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 제정토록 힘 모아주실 것 당부

여수시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
순신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왔으나, 서로를 이
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
난 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대표
가 참석하며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힌 이후, 올해는 순직경찰 유족들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최초로 민‧
관‧군‧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
념식을 열게 됐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
난해 500여 명이던 참석자를 100명
으로 줄여 참석인원을 최소화 했다.

차단봉을 설치하고 방역 스테이션
을 마련해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와 
좌석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 대책
을 마련했다. 

행사는 4대 종교단체 대표의 추모
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영
상 상영, 추모공연,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묵념 사이
렌을 10시 정각에 울려 추념식에 참
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각자의 위치
에서 여순사건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하나된 합동
추념식을 열게 된 만큼 70여년의 세
월과 시대적 그림자에 가려졌던 아
픈 과거가 빠른 시일 내 진실을 되찾
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
정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하루 빨
리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10월 19일 
오전에 민간인 유족회와, 군‧경 대표
가 참석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는 지난해 처
음 동부 6개 시‧군 민간인 유족회 
중심의 합동 위령제를 시작했으며, 
두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난
달 21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여수를 
비롯한 6개 시‧군 유족회장이 참석
해 행사 일정을 충분히 사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유족들만 참
석하는 도 주관 위령제와는 달리 여
수에서는 그동안 긴 세월 서로를 이
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최
초로 여는 민‧관‧군‧경 합동 추념식
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여수/김기모 기자

장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감면기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
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
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
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제
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해
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달 20
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
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이후에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
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
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

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
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억4000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
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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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체육회는 시민 누구
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의정부시 스포츠 복지 실
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지
역 체육시설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 
등 건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총력
을 다하고 있다.

■ 초대 민선 회장 체제로 새 출발!

“종목단체 회장들을 중심으로 화
합하고 단결해 의정부 체육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
육회를 이끌겠습니다.” 이명철 의정
부시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의 새로
운 출발을 다짐하는 취임 일성이다.

올해 1월 15일 초대 민선 체육회
장이 선출되어 45만 의정부시민의 
스포츠 복지를 담당하는 막중한 임
무를 가지고 출발한 지 8개월이 지
났다. 

■ 의정부시체육회가 걸어온 길

의정부시체육회는 정부 방침에 따
라 2014년 11월 10일 체육회와 생
활체육회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1
국(사무국) 3과(경영기획과, 체육진
흥과, 스포츠비전과) 체제이며, 산하 
49개의 종목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생
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합리
적으로 의사결정함으로써 시 체육발
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매년 일본 시바타시와 스포츠 교
류를 통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
의 스포츠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 지역 체육시설 봉사활동

사람과 사람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
황에 광명시가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지켜내
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8일 박승원 광명시
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협력지원 3개 분야 32개 부서가 참
여하여 「민생·경제 종합대책 T/F
팀」을 구성했으며, 이어 5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하여 ‘민생·
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로 확
대 개편했다. 대책본부는 매월 수시
로 회의를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
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서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 왔다.

시는 ①지방재정신속집행 ②맞춤
형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③청년
기본소득 조기지급 ④코로나19 조
기극복 소상공인 지원 ⑤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⑥지역아동센터 지
원 ⑦위생업소 소독서비스 등 지
원 ⑧소상공인 한시적 도시가스 감
면 ⑨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⑩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
면 ⑪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
업」등 중점과제 11건과 일반과제 
39건, 총 50건의 과제를 마련했다. 

총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
료했으며, 2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
으로 광명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 15만 원, 

소상공인 50만 원 등 선제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명시민 1인당 15만 원씩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
급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
히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민생안정
자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2차로 인·허가부서 지원 업
종 선별 소상공인에 30만 원씩 지급

했으며 1,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영
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 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광명 희망일자리’ 1663개 일자리 

마련, 화상 면접실과 AI 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 취업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광명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개 분
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
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
민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
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면접 
만남의 장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화상 
면접실과 AI 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
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한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
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
터를 조성한다. 총 6억 원(도비 3억, 
시비 3억) 예산으로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100여 평 공간에 교

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을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쉼
터 조성 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노무, 금융,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 광명사랑화폐 532억 원 발행,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로 전통시장 살리기

광명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
액을 당초 87억보다 445억 원 많은 
532억 원으로 확대하고 10% 인센
티브(구매한도 월100만 원) 제공기
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3월
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서
비스 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7700여건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
다. 또 광명시청 직원 식당을 이용
하는 직원과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
용할 수 있도록 2월부터 8월까지 6
개월간 매주 금요일 식당을 운영하
지 않았으며, ‘공무원 전통시장 이
용의 날’을 지정하여 침체된 골목경
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76억여원 지원 및 각종 요금 및 세금 감면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34억
6,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시민에게 42억 원의 광명사랑화폐
를 지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48억 7,600만 
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7,000만 원
을 지원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18
억 원 조기 지급, 초등학교 입학 축
하금 2억3,000만 원 조기지급,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740개소에 긴급방
역소독 및 안심업소(확진자 방문업
소)방역소독 및 1,100만 원 방역물
품 등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7억 1,000만 원 감면, 하수도 
사용료 4억 6,600만 원 감면, 도시
가스 3개월 16억 5,600만 원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16억 5,700만 
원 감면, 도로점용료 2억400만 원을 
감면했다.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올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코로나19 확진
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등
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
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
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일자리분야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
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
고 민생·경제·일자리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조치를 끝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취약계층, 소상공
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
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명/천대중 기자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 15만 원, 소상공인 50만 원 등 선제 지원

광명 희망일자리 사업 1663명 일자리창출, 화상 면접실, AI 면접 체험관 운영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76억여원 지원 및 각종 요금 및 세금감면

코로나19 넘어 전진하는 파주 청렴도 향상 대책

경기 파주시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2월 2020년 파주시 청
렴도 향상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
고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청렴의식 개
선과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도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파주시의 청렴시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봤다.

■ 원인 분석을 위한 맞춤형 진단, 

‘청렴컨설팅’

파주시는 2020년 ‘청렴컨설팅’ 대
상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맞춤형 
진단과 분석을 진행하고 청렴도 향
상 방안을 마련했다. ‘청렴컨설팅’
은 국민권익 위원회가 주관해 청렴
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
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
도다. 2020년에는 26개 지방자치단
체가 신청했고 파주시를 포함한 총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청렴도 측정은 파주시에 업무 경
험이 있는 민원인이 설문에 응답하
는 외부청렴도와 내부 구성원인 파
주시 공직자들이 기관 운영 상황
에 응답하는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다.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을 감점해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산
출한다. 부패사건 발생 시 종합청렴
도 감점이 가장 크다. 

2019년 파주시 청렴도는 부패사
건 발생으로 감점요인이 발생했고 
평가 항목 중 공사관리‧감독 부적
정, 금품 향응 경험, 인사부정, 부당
업무 지시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
아 종합 청렴도가 하락했다. 

이에 파주시는 청렴컨설팅 자문
에 따라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파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조직 구성원들은 청렴도 하
락의 주원인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낡은 조직문화 
등을 꼽았고 원인제
공 계층으로 간부공
무원을 지목해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부패 근절 의지 표명

파 주 시 는  청 렴 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
친 부패 사건에 엄중

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 관리·감독분야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
패 사건 발생 시 엄중 처벌할 방침
이다. 부패 사건은 사전 예방이 중
요하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 분
야에 특별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 관
련 정보는 계약부터 준공까지 공사
금액과 감독관 등의 정보를 홈페이
지에 공개하고,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 하는 등 투명성을 강
화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
위 발생시 내·외부 신고자가 익명
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부패사건을 겪은 당사자나 이를 
알게 된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내부행정망에
서, 시민들은 시 홈 페이지를 통해 
헬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패행위는 근절하고 
공익신고자는 익명 처리·보호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
이 헬프라인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시행 중
에 있다. 

■ 조직 활기를 되찾을 청렴활동 장려

파주시는 △청렴 일일자가학습 
실시 △청렴표어 공모 △청렴현수
막 게시 등을 통해 청렴을 생활화
하고 있다. 파주시 공직자는 매일 
아침 내부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
며 ‘청렴일일 자가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표어를 스스로 입력하며 
매일 청렴을 다짐하는 학습이다. 또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표어 공
모를 진행하고 채택된 표어는 청렴
현수막으로 제작해 청사 입구에 게
시하고, 청렴 생활화 시책을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활동 평가방식을 성과
주의로 개편하고 △청렴실천동아
리 모집 운영 △‘청렴공감의 날’ 진
행 △청렴서약 챌린지 등을 진행하
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조사 
등을 추진했다.

청렴도 측정에서 점수가 낮았던 
‘부당 업무지시’ 관련 지표에 대해
선 부서장이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청렴 공
감의 날’로 청렴 게시판을 운영하
고, 코로나-19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팀 단위로 소규모 토
론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청렴서약 챌린지’는 ‘덕분에 챌
린지’를 모방해 부서끼리 ‘청렴 서
약’을 주고받는 청렴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조
사를 위해 파주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환경, 업무
환경, 부패 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를 측정했다.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업무환경
과 청렴 인식 정도에 응답하는 형
식으로 진행돼 향후 상·하위직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지시의 정당
성을 공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 모든 
공직자가 부패사건에 경각심을 갖
고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행정, 불
공정한 관행을 끊어내 공정과 청렴
이 살아있는 파주로 거듭날 것”이
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
해 하반기에도 청렴 전문가 중 유
능한 강사를 초빙해 청렴특강 교실 
등을 진행해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
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최영주기자 

“스포츠는 움직이는 복지다.”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구현하는 의정부시체육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는 요즘 의정부시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관
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
을 전개하며 어려움에 처한 종목단
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
고 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20여 명
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으로 헬스장, 볼
링장, 태권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과 
중랑천 일원의 체육시설을 소독하
고, 생활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
인 고통분담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
적 호응을 얻고 있다.

■ 유관기관과 MOU 체결 상생 추구

의정부시 관내 의료시설과 교육기
관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해 체육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의 상
호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추병원(원장 추현광)과 2월 25일 업
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월 28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와 업무협
약을 체결하여 각종 대회와 행사 지
원, 교육 및 인적자원 활용, 상호 우

호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약속했
다.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
해 건강한 의정부시 체육 활성화라
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고 향후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도 
협약을 추진하여 정치적 중립과 순
수 체육발전을 위한 기초를 차근차
근 다져 나갈 예정이다.

■ 엘리트선수 육성 위한 체육대회 지원

의정부시체육회는 우수선수 육성
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한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단(컬링 14명, 빙상 16명)
의 격려 물품을, 우수한 성적(금 14
명, 은 4명, 동 4명)을 거둔 선수들에
게는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시 위상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래 체육 인프라 구축 위해 노력

“스포츠는 움직이는 복지다”라는 
모토 아래 체육을 통해 시민이 건강
하게 삶의 질을 제고하여 체육 복지
를 실현하고, 전문·생활체육의 진흥
과 체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의 스포츠복지 도시를 실현하는 것
을 목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의
정부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통한 시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의 1인 1
스포츠 운동하기, 남녀노소가 참여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동호인 활동지원을 위한 각종대
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이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미래 체육 발전 50년을 
위한 “의정부시 스포츠 복지 발전 방
안”에 대한 체육정책 연구를 통해 의
정부시의 미래체육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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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생활의 기본수단이기에 필요
하다. 그러나 정재(淨財)가 있고 탁
재(濁財)가 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촌지 수준이라도 검은돈을 
가까이하면 악의 편에 서는 법이다. 
2000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
사청문회 도입 이후 문제가 된 인사
는 대부분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
탈루, 병역면탈, 부적절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에 걸렸다.

세상사 현실은 탁해도 자정의 노
력은 있어야 한다. 물 흐르듯 순리대
로 되어지는 게 아름답다. ‘소득 있
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납세 의무는 다해야 한다. 물론 공
평 과세는 긴요하다. ‘노자’가 “가난
해서 굶주리는 것은 많은 세금과 함
께 생기고, 나라와 집안이 어려운 것
은 지나치게 정치와 동반하는 데서 

온다.(窮饑困餓伴多租 國難家離侶有
踰)”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 공동체 영위에 있어 공동체
를 영위하기 위해선 그 구체적 실현 
도구인 세금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
게 실행돼야 한다. 무리하면 탈이 나
고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국세청이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
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
정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변호사 A씨는 수입을 숨
기고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레
이더'에 걸렸다. 그는 서울 자택과는 
별도로 290㎡ 규모 분당 고가 주상
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
는 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A씨 아파
트와 사무실을 동시 수색했는데 사
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서는 현금다
발이, 집안 금고에는 순금, 일본 골
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쏟아져 나왔
다.

선진민주국가에선 정부의 개입을 
간소화하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준법
을 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
지만, 세금탈루 같은 범죄행위는 예
외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및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야겠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
도 세상에서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양식을 지녀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책하고 있

잖은가.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오고, 재앙은 탐심이 많은 데서 온다
(患生於多慾 禍生於多貪)…위로는 
하늘이 지켜보고 아래로는 지신이 
그대를 관찰하고 있나니, 오직 정도
를 지켜 마음을 속이지 말고 조심하
고 또 조심할 일이다.

(上臨之以天監 下察之以地祇 惟正
可守 心不可欺 戒之戒之)” 

/ 김대수·칼럼니스트

社 說
황종택의 時事春秋

온 고 지 신 정재(淨財)와 탁재(濁財)

역대 최고치 5천조원 국가부채 방치 안된다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

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

서 국가채무가 이전 세 정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

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

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이다. 추 의

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

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

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

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

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

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

억 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 원으

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

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

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 원, 1가구당 1억

927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유형의 부

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

와 기업, 국가 빚 줄이기에 힘써야겠다. 

특히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 오래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

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

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

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

길 바란다. 전 산업으로 번진 피해를 최

소화하려면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

려 374조원이다. 할인율 영향 등을 제

거해도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

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 곳간

을 맡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들쭉날쭉 지방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공무원은 국가 운영의 핵심 일꾼이

다. 중앙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

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사

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임용방법과 신분

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경력직공무원

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어

떤 신분 및 지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추고 신의성실 자세가 요청된다. 물

론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긴회균등은 

필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지방 공무원이 9

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

는 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9

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7

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

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같은 직급으로 승진하

는 데 10년 7개월이나 차이가 난 것이

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5년 2

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전

국에서 가장 긴 9년 3개월이 소요됐

다.

물론 일부에선 동일 기준에 따라 승

진 연수를 따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된다. 이 자료가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5급 사무관 승진 사정을 일

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본청 소속 

공무원이 33%를 차지한 광주시와 도

청 공무원 2200여명(10%)에 일선 시·

군 2만여명(90%)의 공무원을 합한 전

남도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

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

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9

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

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

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 관리를 총

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무원 승

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

한다.

도탄에 빠진 민생

여행사 근무 3년 차로 사회생활 
초년생에 해당하는 J씨는 요즘 공
무원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족
(公試族)’이 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에 따른 여행 등 서비스업
에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에 이은 감봉·감원 우려
마저 작지 않다. 코로나19 이후까
지 고려해 J씨는 상대적으로 공무
원이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부른 총체적 복합불황

이런 현실에서 보듯 미래 한국사
회에 ‘잿빛 구름’이 진하게 떠 있다.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
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
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 인간관계
와 주택구입까지 포기해 ‘오포 세
대’라는 자조가 적잖게 나오고 있
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암울함
을 안겨주어 서글픔을 금치 못하게 

한다. 취업과 멀어지는 대학 졸업
자가 늘고 있는 게 뒷받침한다. 

청년실업 대란이라고 하겠다. 사
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
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
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떻
게 해야 할 것인가.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
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
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
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
이어야 할 것이다. 답은 잠재성장
률 회복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청
년 실업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야 한다. 아울러 왜곡된 노동시장
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왜곡은 경직된 고용
구조와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성 노
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투
자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
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
다. 문제는 경제난이 청년실업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 복합불황이
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민생고의 
심화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인간 
존재의 기본요건이다. 

권력자는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꿈꾸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고 있
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고사는 문제를 근
본으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
以食爲天)”라고 사마천이 ‘사기(史
記)’에서 강조한 이유이다.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
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는 것
이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
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
의 에너지가 상실되게 마련이다. 

당연히 살기 좋은 선진국가로 발
돋움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위
정자들은 ‘민생 최우선 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경
제 불황의 그늘이 짙다. 우리 사회
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
해져 가고 있다. 급증하는 신용불
량자·비정규직·청년백수, 사회안
전망의 사각지대에 들어서는 많은 
은퇴자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
소기업·골목상권·재래시장, 구조
조정의 칼바람으로 거리에 내몰린 
사람 등 절박한 상황들이 오늘 우
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일파만파 자영업도 붕괴되고 있
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
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
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

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
황이다. 

여야 간 대치 심화 뒤뚱거리는 국정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
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
다. 제대로 준비를 못 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편의점이나 카
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에서 백성이 태평한 세상
을 누린 시절의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
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헌신적인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오랜 불황에 보호무역주의 광풍
이 불고 있다. 설상가상 21대 국회
마저 여야 간 대치정국 심화로 국
정이 뒤뚱거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정자와 공직자
들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헌신
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물망초심(勿忘初心),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첫 마음을 잃
지 말길 당부한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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