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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사말

부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부의장 홍원상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은 1월, 제29호 의회소식지로 시민 여러분께

먼저 43만 시흥시민 여러분께 제29호 시흥시의회소식을 통해 새로운 의회 소식을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하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9호 의회소식지에서는 후반기 의회 원 구성 후 6개월의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시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수도권 서남부 중심 지

우리 지역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역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과 함께 자연 발생된 복지 사

를 통해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근한

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의회가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며 의회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속에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이 열릴 수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는 시흥시의회가 되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고 노력을 통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찬 내일을 준

습니다.

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제7대 시흥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지난 겨울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넘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모두 백점 만점에 백점

나오며 유난히 춥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

스스로 증명하며 가슴 속 뜨거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만을 생각하겠다는 의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 현안의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

앞으로 시흥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향을 제시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품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몸과 마음 모두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1,000여 공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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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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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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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2016 Ğʑ⦹۹ၵ݅⇶ᱥ

⯆ᜅ⡍⊁ⓕᯕၮᖝ░ }ᰆ
2016.08.14
대야동 ABC행복학습타운 내 국제경기 규격을 갖춘 시
흥시 스포츠클라이밍센터의 개장식이 열렸으며 클라이
머 및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우수클
라이머 초청 시범경기가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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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 ⯆᮹⫭᮹ᰆʑ ᳒Ǎ⫭ݡ

7.20-22

ᱽ237⫭ ⯆᮹⫭ 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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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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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ӹᔍ௲ ࠦࠥᔍ௲ ℎᗭ֥ྙ⪵⇶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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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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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9.4

2016 ⯆᮹ᰆʑ ႑ऽၝ▕⫭ݡ

9.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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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3

ᱽ238⫭ ⯆᮹⫭ ᯥ⫭

9.23-25

ᱽ11⫭ ⯆ŉ⇶ᱽ

시흥시의회는 지역 내 배드민턴 동호인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6 시흥시의회 의장기 배드
민턴 대회’를 열고 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선수들을
격려했다.

⇵ᕾ฿ᯕ ⧪ᅖЙ్ၙ ӹ⧪ ٵᔍ
2016.09.05

3일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37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별 주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가진 후, 시 집행부로부터 2016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
석 선물꾸러미를 포장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추
석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ᱽ8⫭ ⧪ᅖ⦽ ⇵ᕾอॅʑ

ᱽ10⫭ ⦽ǎ ᩑᮭ Ğᩑ⫭ݡ
2016.07.30
매년 지역 특산품인 ‘연’의 우수성 홍보와 연 음식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제10회 한국 연음식 경연대회’
개막식이 연꽃테마파크에서 열려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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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4

201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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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ᰆᧁ⦺ᔾ ەᜅ⡍⊁ ⦽ษݚ

2016 ⯆᮹ᰆʑ ႑ऽၝ▕⫭ݡ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연꽃테마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열
린 제3회 시흥시 곤충기획전 「야! 곤충이다」에 참석해
곤충 생태관, 곤충 체험관, 식용 곤충 생물 전시관을 돌
며 식용 곤충을 시식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
및 체험했다.

ᱽ237⫭ ⯆᮹⫭ ᯥ⫭

2016֥ ⇵ᕾ฿ᯕ ᔍ⫭ᅖḡᖅ ᭥ྙ

2016.09.05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명이 함께한 ‘제
8회 행복한 추석만들기’ 행사에 참석한 시흥시의회 의원
들은 직접 송편과 인절미를 빚으며 나눔의 의미를 더하
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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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스크린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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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ᱽ21⫭ ᨦᯙ᮹ԁ ʑֱ⧪ᔍ

11.21-12.19 ᱽ240⫭ ⯆᮹⫭ ᱽ2₉ ᱶಡ⫭

㘈 ⦹⊹᪅ḡ ᮹ᬱ݉ŝ e⫭ݕ
2016.11.09
시흥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하치오지시의 의원단이
시흥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문화·교육·체육·복
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 교환과 더불어 양 의회
간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ᱽ2⫭ ŉʡᰆ⇶ᱽ

⯆ࠥᰍᔾḡᬱᖝ░ }ᗭ
2016.10.13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휘소가 되어 도시재생사업
의 발굴·지원 역할을 수행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16.11.12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회 갯골김장축제’에
참석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
기 조성에 앞장섰다.

ᱽ15⫭ ᱥǎᵝၝᯱ⊹ၶ௭⫭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
람회’를 참관하고 지역활성화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
흥시 대야동·신천동 홍보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
려했다.

ᱽ2⫭ ⯆ŉᱥǎ⦹⥥ษ★⫭ݡ

12
2016֥ 12ᬵ

2016.10.27

12.3

2016 ⯆᮹⫭ ᮹ᰆʑ ⧊ʑࠥ⫭ݡ

12.8

⯆ ⯍ษᮥ อॅʑ ᨕᬙฝ ⦽ษݚ

12.14

2016 ᮹ᱶ⫭᪡᮹ e⫭ݕ

12.30

2016 ⯆᮹⫭ ᳦ྕ

᮹ᱶ⫭᪡᮹ e⫭ݕ

2016.10.30
시흥시에서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
는 여성대표 및 현장 활동가들과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흥여성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가
졌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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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앞으로의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시흥시 의정회(회장 김영기)
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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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시에 차
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시민소통의 방 리모델링
의 경우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독
서 외에 신문게시대 설치 등 다
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해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른 활용도 부분도 높아질 수 있

요한 사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 의정 경

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

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험이 풍부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

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수렴 h 조정하도록 하고, 예산결

고자 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

을 주문했다. 또한 부서운영경비

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

안가결 후 11월 24일 제2차 본회

의 경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원 수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에

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최종의결

일정비율 전년도 대비 삭감하였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됐다.

으나 의회의 경우 독립적인 운영
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전문성 제고
의회운영위원회

와 계속성 확보로 효율적인 의회

11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

주문하는 등 한층 성숙된 의회운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의

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

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

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의원 개

하고자 장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및 특별회계 세입 h 세출 사업예

저를 당부했다.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위원장에 홍지영 의

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원, 부위원장에 이복희 의원, 위원에 윤태학 h 김태경 h 조원희 의원으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7월 5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
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장 의원이 더불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12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의사일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결선

정 협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 h

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의결했다.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교섭단체 제

정을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

ǖၵෙÙᮭ ၵෙ᮹⫭
FLW \#FRXQFLO#QHZ
VLKHXQJ#FLW\#FRXQFLO#QHZVOHWW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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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에서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다.

이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하
반기 주요현안업무를 청취,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에서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서부융
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
사하고 제3차부터 제9차까지는 기획평가담당관, 평생교육원, 경제활성화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손옥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선옥 의원,

전략본부 등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h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

위원으로 조원희 h 홍지영 h 이복희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층

한 철저한 심사를 펼치며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해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에 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폈다.

한 현안을 다루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선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는 우리 시의 관광브

14

2016년 7월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현재 위생과 소관업무

랜드화 방안과 우수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의 규제 행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식품환경 전반을 식(食)문화, 건강문화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통영중앙시

로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생과 부서 명칭을 식생

장, 외도 등을 방문하는 공감투어를 가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손옥순 위

활정책과로 변경하고자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

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천혜의

안대로 의결하며 직렬에 맞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자연을 지닌 우리 시가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않는 인사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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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
사보류되었던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을 상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 시 배곧대교 위치 변경 및 화물차 통행
제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
한 대책수립 등 지금까지 수렴된 주민의견들을 공고문에 충분히 담아
줄 것과 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h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통대책 등에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공감투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

어를 통해 국내 최초로 EM사업을 도입, 전파한 제주 EM환경센터

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장에 김찬심 의원, 부위원장에 장재철 의

와 EM을 활용해 귤을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해 우

원, 위원에 윤태학 h 홍원상 h 김태경 h 문정복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리 시 EM 활용분야의 확대방안 및 배분방법에 대한 기준 필요성을
깨달았다.

제240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는 2016년 11월 22일부

16

터 12월 16일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또한 가평 남이섬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든 강우현 대표의 제

관한 조례안」,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비롯한 4건의

주남이섬을 찾아 탄생배경 및 조성과정 청취를 통해 향후 오이도역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환경국, 도시교통국, 균형발전사업단을

공원 및 제2갯골생태공원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만의

비롯한 시 집행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h 세출 사업예산안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에 대해 내실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들이 십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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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주관이 되고 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LH 관련 대책팀을 가동할 것은 주문하며
목감·은계·장현택지지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미리 대처해주길...

ᱽ238⫭ ᱽ1₉ ᅙ⫭᮹
(2016.09.21)

⪮ᬱᔢ ᮹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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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은계지구 호수공원 근처와 학교용지 존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토지이용변

8월 29일 단행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경안 철회 소식이 없다. 공공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로부터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경영자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외

최근 은계지구 내 계수저수지를 명품 호수공원이 아닌 저수지로 남겨놓고 학교용지 두 곳을 폐지해 단독주택용지로 매

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할 수 있다.

각하겠다는 토지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LH는 68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보게 되고 시흥시민은 그보다

특히 시민의 안위와 직결된 업무를 보는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동안 LH는 계수저수지를 매입한 뒤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해 시흥시에 관리권을 넘겨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2항에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17명으로 분명히 못 박혀 있는 것을 조례 개정도

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저수지일 경우엔 관리권이 시가 아닌 농어촌공사에 남게 되어 저수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도

없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현행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경영자와 집행부의

시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없게 된다. 분양책자에 나온 약속을 믿고 호수공원 조성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었다고

행정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생각하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한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

이제 와서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LH의 슈퍼 갑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또한 처음 약속한 대

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로 학교 신설이나 교육친화시설이 아닌 일반 매각을 하게 된다면 교육환경에 제공되어야 할 공공의 땅을 LH의 돈벌이

조직은 늘 변한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좋은 조직의 흐름을 언제나 만들 수

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주관이 되고 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LH 관련 대책팀을 가동할 것은 주문하며 목감·은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경영자의 큰 역할일 것이다.

계·장현택지지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미리 대처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계지구 토지이용 변경안에 대한 LH의

인사는 언제나 망사가 아닌 만사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차후 인사부터는 직렬을 존중하는 원만

정확한 입장을 문서로 받아주길 바란다.

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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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인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시흥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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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언제나 망사가 아닌 만사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차후 인사부터는 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시흥산업진흥원장 내정설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고 외부

사전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소문에도 진흥원장 후임이 누구라고 실명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

공개채용이라면서 어떻게 내정설이 나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은 해명하셔야 할 것이다. 시흥산업진흥원

데 우려되는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다. 실제로도 이미

장은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누가 내정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

지금의 시흥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과 업무분장에 불과하다. 새로운 유망한 숨은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신기술을 지원

는데 바로 그 소문대로 되지 않았나. 이에 또다시 소문이 현실화

하여 향후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되는 바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다.

연구소 격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 100% 출연금이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흥산업진

산업진흥원장의 채용방식은 공개채용이다. 어떻게 공개채용 공

흥원장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에 많은 분들의 이의가 있듯 본 의원도 시장님께 제안 드려본다.

모 기간 중에 누가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 수 있으며 소문

시흥산업진흥원장 자격조건을 보면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로 되어 있어 우리 시 공무원은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도

이 나돈다는 것은 이미 내정됐으니 신청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면 우리 시 실정을 잘 아는 국장님들이 퇴직 후 갈 수 있도록 3급에서 4급

신청해도 이미 누가 내정되었다면 탈락할 것이 뻔한데 어느 누가

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신청을 하겠나. 과연 이 소문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본 의원은

이번 시흥산업진흥원장 인사는 측근들에게 한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인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전

(Ⲹ᪅ෙᨱ ᯕᨕᕽ)

문성이 있는 인물이 시흥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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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Ⅰ
의정 스크린
—시정질문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 확인 절
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의 실행가능성
과 지속성에 대한 협의 및 검증시스템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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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Ḳ⧪ᇡ ݖᄡ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은 법령, 조

례,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운영 방침과 법적사무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
다. 이는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예외일 수 없다. 시장은 모든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
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세부사업 검토보고, 두레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부서 간 역할정립

ᯕᅖ⯍ ᮹ᬱ

을 조정하기 위한 협업과제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정기감사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집행의 불합리성은 없을 것이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가?
Ḳ⧪ᇡ ݖᄡ 시 정부의 조직과 각 조직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시정부의 공공 정보를 개방하고 시민의 소리를 널
리 들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공보정책담당관실일 때는 정책개발
의 직무도 함께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당시보다 그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만큼 우려하는 특정부서에 권한이 편중될
수 없다.

시흥시청 앞 국도39호선 지하차도 연장에 대하여 시와 LH공사가 협의한 세부내용을
답변해주길 바란다.

중앙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이른바 와해
성 기술연구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소 유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
련부처와 사전협의는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반응을 떠보기 위한 언론 흘리기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Ḳ⧪ᇡ ݖᄡ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제조업과 IT 분야, 융·복합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을 확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추진 기
본방향”은 서울대 공과대학 및 연구처에서 제시한 것으로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드론·로봇,
빅데이터, 조선해양, 바이오·메디컬 등 차세대 산업 분야를 축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
고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흥 캠퍼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
술발전과 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점은 우리 시의 교육,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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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바, 매우 환영할 일이며 서울대와 협력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근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월곶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투자 대비 효과가 어땠는지, 국비지원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총 사업평가를 해주시고, 공사업체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만료 시 대응방안 및 재공사 추진여부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란다.
Ḳ⧪ᇡ ݖᄡ 월곶포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의 국비 지원목적은 월곶포구 일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상인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로 물량장
펜스 교체, 화장실 외관 리모델링, 미래탑 달조형물, 아트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포구의 쇠퇴로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을 리모
델링하여 월곶예술공판장 Art-Duck을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그동안 방치돼 있던 물량장 환경이 크게 개
선되어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바다 경관 조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벤치 상판의 하자는 빈티지 콘셉트 리사이클링 우드로 시공하여 목재의 특성상
자연현상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이로 인해 도포된 니스가 벗겨져 발생한 것이며, 니스가 벗겨진 부분과 일부 불
량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 시공업체
에 하자보수 이행을 통지하여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수할 예정입
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하자가 발생하였다고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어 재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Ḳ⧪ᇡ ݖᄡ 장현지하차도부 둔대교차로는 우리 시의 주간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으로,

시에서는 2008년 9월 이후부터 지하차도를 둔대교차로 이후까지 연장할 것을 지속적으
로 LH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시는 2010년 6월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2010년 12
월 장현지하차도 교통 영향 재분석 관련자료인 “장현지하차도 출구부 이격거리 조정” 및
“P-TURN설치(안)”을 제출하고 국도39호선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에 지하차

ʡ┽Ğ ᮹ᬱ

도 연장 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반영사항대로 추진하였다. 현
장현지하차도가 완공된 시점에서 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둔대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최적방안은 장현지하차도 본선 차량과 램프로도 좌회전차량의 엇갈림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P-TURN
구간 설치이며, 사업비는 개략 19억원으로 도로개설 L=188m, 녹지조성 A=6,086㎡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장
현지하차도 조기개통을 위하여 2017년 말까지 P-TURN구간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지하차도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해달라.
Ḳ⧪ᇡ ݖᄡ 현재 기 시공 되어있는 장현지하차도를 일부 철거하고 연장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현재 개통되어 있는 마유로 2차구간(동서로~관곡교) 및 LH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국도39호선 확장 공사,
P-TURN구간 설치를 통해 둔대교차로 교통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둔대교차로 교통개선에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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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부족한 주차장 확보 계획과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방안은?
Ḳ⧪ᇡ ݖᄡ 단기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효율 극대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공급,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등이 있는데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와 회전
율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유료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
역에는 도로,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신현동(포동삼거리) 일원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자천로 일원(중앙도서관, 스마트허브)과 매화동 일원 도로부지를 활
용해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정왕본동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다. 장기계획으로는 구시가지 노후불량 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과 지하공간 및 도심지
외곽 주차공간 확보 등 체계적인 주차공급정책을 통해 수요관리를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ʡ₍ᝍ ᮹ᬱ
밤샘주차 단속은 매주 2회 00시 ~ 04시까지 총 86회 실시하였으며 단속된 화물차 총 2,506
대에 대하여 행정처분(263대)과 경고조치(2,243대)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시민불편 민원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정왕천로 및 옥구천로 주변 도로를 화물차의 밤
샘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영화물차고지 확보 시까지 임시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양성화 하
는 방안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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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HOT
ISSUE

—코리아

H
O
T
I
S
S
U
E

2016년 한 해 시흥시의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ISSUE)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문화수도 사업

೧ੋङ
손실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을 잃게 될 뿐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성숙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직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

ܽউޛജࣽت

라며 낭비성, 행사성,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은 이제 결연히 중단하고 시민행복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
업 발굴 및 추진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은 물론 시민행복과 시흥발전을 위해 쉼 없
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홍지영

최근 몇 해 시흥시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서울대와 코리아 문화수도를 들 수 있는데

의원

본 의원은 그 중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리
아 문화수도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첫 번째로 선
정된 ‘제1회 코리아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은 2014년 2월 27일 설립된 ‘코리아문화수도조

᪅۹ԁྙ⪵ᩩᚁ᮹ᵲᖒᯕᅕ݅v᳑ࡹ۵ᔍ⫭ᇥ᭥ʑᗮᨱᙹฯᮡḡᯱℕa

의원

ྙ⪵ᩩᚁࠥಽÑॎӹʑ᭥⦽יಆᮥ⧕᪅Łᯩ݅ܩᯕ۵ᬑญੱ⦽

직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받게 된 이름으로, 그간 여러 우려 속에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ษ₍aḡᩡ݅ܩḲ⧪ᇡ۵⎵ญᦥྙ⪵ᙹࠥ᳑Ḣ᭥ᬱ⫭ ᯕ⦹᳑Ḣ᭥ ۵

욕구와 갈증을 해소해줄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에 본 의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ၝe݉ℕಽᇡ░֥⦽ݡၝǎ↽Ⅹ᮹⎵ญᦥྙ⪵ᙹࠥ┡ᯕ✡ᮥԕ໑ݡݡ

주길 당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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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ᱢᯙ⪮ᅕ᪡⧉̹ၝॅ᮹ʑݡෝ⦽̰ҭᨕಙ⦹݅ܩḡอḲ⧪ᇡ۵ᔍᨦ⇵ḥ

집행부는 2015년 4월 30일 대대적인 선포식과 함께 시흥시가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로 선정됐음을

ŝᱶᨱᯩᨕᕽ᳑Ḣ᭥᪡ⓍŁ᯲ᮡᯕčᮥᅕᩡŁ ᯕᨱ⦽ĥෝ۱͕⧕ݚᔍᨦᮥᵲḡ⦽⬥

홍보하기에 이르렀고 시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기존부서(문화관광과)가 있음에도 부시장 직속의 「문

ᯱℕᱢᮝಽⲰྙ⪵ၵḡⲱ۵ᔍᨦᮥ⇵ḥ⦹۵äᮝಽᱶญ⦹ᩡྜྷ݅ܩು⎵ญᦥྙ⪵

화수도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17억의 시 예산을 편성하며 실행을 준비해왔습니다.

ᙹࠥᔍᨦᯕᵲḡࡹ໕ᕽၝॅ᮹ᦥᛍᬕ༊ᗭญaᨧᨩäᮡᦥܺ݅ܩᱡੱ⦽ྙ⪵ᩩᚁ

하지만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는 이렇다할 실적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는, 이름만 그럴싸한

ᮥᔍ௲⦹۵ၝ᮹⦽ᔍ௭ᮝಽᕽᯕzᮡᔢ⫊ᨱๅᬑᦩ┡ʭᬕษᮭᯕᨩ⦹݅ܩḡอ

민간단체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며 집행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지난 2016년 4월 급기야 조직위에

ᨕࡱु᮹ྙ⪵ᔍᨦᮡᯕಽ៉Ҿӽäᯕᦥܩᯕෝĥʑಽᔩí᯲ࡹ۵äᯕʑᨱ

서 파견된 4명의 인력이 철수하며 코리아문화수도 공식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ᬑญaŝᩑᨕਅ⎹▱⊁ॅಽྙ⪵ࠥಽᖒᰆ⧕ӹiäᯙḡၙ௹᮹⯆ᯕʑ݅ܩࢊݡ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라는 현실을 냉정히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집

ᔍ⫭ᱢa⊹᪡⊹ᮁᱢʑ܆ᮥwŁᯩ۵ྙ⪵ᩩᚁᨱ⧕ݡᔍ⫭ᱢšᝍᯕᡁญ۵äᮡᦥᵝ

행부의 처사는 「문화수도 추진단」에서 「문화수도 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무 일이 없었던 양 더

ᯱᩑᜅ్ᬕ⩥ᔢ᯦⯩✚݅ܩḡᩎྙ⪵ᩩᚁᮡḡᩎᔍ⫭☖⧊ᨱࠥʑᩍ⦹໑ᔍ⫭ᱢᮝಽࠥ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를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ฯᮡᙽʑ܆ᮥwŁᯩʑࠥ⧊⪵ྙ⦽ੱ݅ܩᩩᚁᮡ݉ᙽ⯩Ʊ᧲ᮥ۵äᮥչᨕᜅᜅಽ

우리 시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속에서 시흥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보

ᔗ᮹a⊹ෝၽč⧁ᙹᯩࠥಾ࠶۵ᵲ⦽ᩎ⧁ᮥᙹ⧪⦹ʑࠥ⧊݅ܩ

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ᱡ۵┡ḡᯱℕ᪡۵݅ෙᬑญḡᩎอ᮹ྙ⪵ࠥaəಅḩᙹᯩࠥಾฯᮡšᝍŝᖒᬱᮥ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실을 덮고 가리기에 급급

ᅕԝäᯕ໑ əᯱℕಽࠥ༊ᱢᯕࢁᙹᯩ۵ྙ⪵ᩩᚁᨱ⦽ݡᔍ⫭ᱢᯙᮥ}ᖁ⦹۵ᯝᨱ

해 더 큰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패에 대한 정확한 시인과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더 큰

ࠥᱢɚᱢᮝಽӹᖅä᯦݅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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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시흥시

자치법규

䂐ᨀ ぴぬ⠜ᶼ

ठൖठੑஐߢӉ
2016년 하반기,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 ⯆ ᯕᇢ5ࠥ ॒᮹ šಉ݉ℕ ḡᬱᨱ š⦽ ᳑ಡ ]

[ ⯆᮹⫭ ℎᗭ֥ ᮹⫭ℕ⨹⪽࠺ ḡᬱ ᳑ಡ ]

ᯕᅖ⯍ ᮹ᬱ, ᳑ᬱ⯍ ᮹ᬱ Ŗ࠺ၽ᮹

ᮅ┽⦺ ᮹ᬱ  2ᯙ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시흥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지역인재 양

미수복 시 h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

성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

조례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원방식 ▲협력체계

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전문인력의 육성 ▲민간위탁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규

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이북5도 등의

정했다.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
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단체에 지원하
는 사업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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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ᨕฑᯕ ☖⦺ಽ Ʊ☖ᦩᱥᮥ ᭥⦽ ᳑ಡ ]

[ ⯆ ᱶᅕ≉᧞ĥ⊖ ᱶᅕ⪵ ḡᬱ ᳑ಡ ]

⪮ḡᩢ ᮹ᬱ, ⪮ᬱᔢ ᮹ᬱ Ŗ࠺ၽ᮹

᳑ᬱ⯍ ᮹ᬱ ݡ⢽ၽ᮹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어린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

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기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

본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

기능력개발과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

교육 ▲협력체계 구축 ▲어린이 등 h 하교 교통지도 ▲어린

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 ▲

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실태조사 ▲교육기관 지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했다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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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시흥시

자치법규

[ ⯆ qᩝᄲ ᩩႊ ၰ šญᨱ š⦽ ᳑ಡ ]

2016
시흥시청소년의회
활동스케치

֙ਘੌಣࣗౠਬӟхҗޖѢҕӝ
оܰ؍द൜दഥகࠄഥҮࠂਸੑ
ٜࣗ֙۽Әࣁചࢎ೧
Ӓٜۧ߄|۽द൜दࣗ֙ഥ}ীଵ
оೞӝਤ೧֙ࣗੋݽਗٜ֙ࣗझझ۽о
ਗغযܳઁޙױೞҊউਸઁद೧о
חҗjӒחৈਸۄݫীইࠁও

⪮ḡᩢ ᮹ᬱ ݡ⢽ၽ᮹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
에 기여하기 위해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 표본
감시 정보제공 ▲역학조사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관리기
관의 지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감염
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감염병
의 예방 조치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 ⯆ ךᔪÕ⇶ྜྷ ᳑ᖒ ḡᬱ ᳑ಡ ]
ᮅ┽⦺ ᮹ᬱ ݡ⢽ၽ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조
성계
성계획
성계획의
계획의
계획
획 수
수립 ▲녹색건축물
물 조성
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
녹색건
녹색
색
▲녹색건축물
축물
축
물 조
조성
성 자문
문 ▲녹
▲녹색건
▲녹색
색건
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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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물 역량강화를
역량
역
량강화를
강화
화를
를 위
위한
한 민간활동
민간활
간활
간활동
▲녹색건축물
지원 ▲
지원
▲녹
▲녹색
녹색
녹
색건축물
색건
건축물
물 조성
조성 지
지원
원등
등에
에 관한
관한 내용을
내용 규정했다.
내용
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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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했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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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견학

송서율 의장님
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증가함

까지 최선을 다했다.

—견학

에 따라 시민들의 환경활동을 적

프로그램

극 지원해 시민의 환경개선 의식을

8월 9일, 청소년의원들은 시의회

강화하고자 「시흥시 환경에 관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본회의를 개

활동 및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친 3개의

안」을 활동의제로 선정했다.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은 청소년

청소년의원들은 8월 8일, ABC행

의원들의 문자투표로 상정된 조례

복학습타운에서 개회식을 갖고

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다. 그 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각 상

과 제1상임위원회의 「시흥시 시내

임위원회별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

작성을 위해 열띤 토론 시간을 가

례 개정안」과 제2상임위원회의 「시

졌다. 기나긴 상임위원회 활동 중

흥시 청소년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에는 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제3상임

실제적인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

위원회의 「시흥시 환경에 관한 활

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

록 함께 고민하는 질의응답 시간

동 및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 「2016 시흥시청소년의회」는

기 위해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

을 가지며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안」은 부결됐다.

시흥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
원 여러분
청소년의메
카 라 봐 주세요~~~
본회의장에 하나 둘 모습을 보인

롭게 의장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소년의원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이 발

의장단 선출 후 시흥시청 글로벌센

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있는 안건 작성을 위해 노력을 기

대식에 참석해 “시흥시를 바꾸고

터로 이동한 청소년 의원들은 각자

을, 제2상임위원회는 청소년들에

울였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

의 관심사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

게 진로 h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

인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문제 접근

회로 나뉘어 지역의제 발굴을 위

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제1상임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와 성원 속에 처음 구성된 2015년
1박 2일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동

에 참가한 청소년 중 5명이 재참여

안 청소년의원들은 지역 문제에 대

하며 이전과는 색다른 프로그램에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장단은 청

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조례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렇듯 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년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지원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

흥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위원회는 관내 버스 배차간격이 길

「시흥시 청소년진로, 직업교육 활성

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과 동시

회 의사결정과정과 자치법규 입안

더욱 발전하고 있는 시흥시청소년

어 러시아워에 사람들이 붐비며 발

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3상심위원

에 본회의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

과정을 체험하게 됐다.

의회는 청소년들 간의 소통과 친목
도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

28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의원배지

근 시흥시의회 윤태학 의원의 「시

수여, 지방의회 및 조례 관련 교육,

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세부 설명에

원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앞으

이어 「2016 시흥시청소년의회」을

로 시흥시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이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그

더욱 체계화됨으로써 많은 민주시

결과 의장에 시흥고 송서율, 부의

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장에 정왕고 천유나, 은행중 정문

다. 이 같은 부분이 앞으로의 시흥

호, 서기에 소래고 최선하 학생이

시청소년의회가 기대되는 이유이기

동료 청소년의원들의 격려 속에 새

도 하다.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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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려나가는 이야기
—시흥시민의

ೝԅ
ӌ۪՛иב
চӗ

진솔한 이야기

물론 처음 시작은 단순했어요. 시흥정왕소나무 봉사회 회원들 사이에 ‘입맛
없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자!’는 뜻이 모였고, 그 시작이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짜장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정왕동에서 10년 가량 백
년교동맛짬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이기성 사장님의 도움이 컸어

시흥정왕소나무 봉사회

요. 기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자면서 짜장 양념은 물론 현장에서 면까지
ⶸ⪮ᬱᔢ ᮹ᬱŝ ⯆ᱶ᪶ᗭӹྕ ᅪᔍ⫭ ᧲ᯱᙽ ⫭ᰆ

짜장면 봉사 현장 취재

직접 뽑고 계시죠. 솔직히 저나 다른 봉사원들은 뭐 나르고, 붓고, 옮기고,
치우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죠. 즉석에서 면을 뽑으니 맛이 아주 좋다며 매주

홍원상 부의장 say,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시의원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시

짜장면과 함께 어르신들께 가래떡도 드리고 있는데, 가래떡은 정왕동 월드

지난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의원들도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해요. 우리에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월드떡집 이래용 사장님이 지원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정왕동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짜장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 냄새를 따라 2층 식당

게 주어진 일들은 사무실 책상 앞에 가만히

마음을 모아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봉사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으로 들어서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볶고, 면을 뽑고, 그릇을 나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앉아서 문서로만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아

같아요. 앞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맛있는 식사를

점심시간 치고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이윽고

니기 때문이죠.

대접하고 싶은 게 양자순 회장님과 우리 봉사회 회원들의 작은 소망이에요.

짜장면이 놓여진다. 후루룩 소리와 함께 금세 짜장면 그릇이 비워진다. 어르신들은 맛있게 먹었다며 노란

시민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그들과 직접

조끼를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뜬다.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

이 곳은 바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시흥정왕소나무 봉사회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행복한 밥상

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저 어

사랑담은 국수 한그릇’ 봉사 현장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약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고 있

르신들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봉사활동

는 시흥정왕소나무 봉사회 회원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7대 시흥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

있는 홍원상 의원이다. 마치 아주 숙련된 중국집 직원처럼 팔을 걷어 부치고 짜장면 그릇에 적당량 양념을

은 것을 얻어가죠.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시

부어 맛있게 만들어 진 짜장면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르고 있다. 홍원상 의원을 알아본 어르신들은 반갑

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

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즉석에서 민원상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하루 24시간 의정활동만으로도 벅찰

는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현안 해결 방안

시간에 매주 토요일 광진교회 급식 봉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소꼼닭 급식 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

을 찾아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어오고 있는 홍원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짜장면 봉사 활동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30

VLKHXQJ#FLW\#FRXQFLO#QHZVOHWWHU# ǖၵෙÙᮭ ၵෙ᮹⫭

31

⯆᮹⫭ᗭ ǖYro1#5< ǖzzz1vkfrxqflo1qhw

함께 그려나가는 이야기

람들이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형성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공기를 요
구하고 있다.

—시흥시민의

႑ň⩶ᜅ┡ᯝ᮹ᵲ⦽ᔍಡಽÑುࡽ݅
ə࠺ᦩᨕਁ⦽ᯝᯕᯩᨩᮥʭ 

진솔한 이야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방향으로 배곧중학교 이애영 교장은 “2017년 배곧
시가 만들어지고 마을이 들어선다. 물론 아파

초h중h고 연계 혁신학교로 예비지정 되면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아이들의

트만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시는 자연과 사

성장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마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h중h고

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생명의 활기를 느

아이들이 마을이야기를 소식지로 담아내며 ‘학교도 함께! 마을도 함께!’라

끼는 도시, 인프라가 풍족한 교육의 중심지,

는 슬로건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구

산 h 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성

상하고 있다.

장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특

또한 SK뷰아파트 이우선 통장은 이웃들과의 소통을 위해 “함께 합시다!”라

히 기존의 아파트 숲이나 상업 중심지가 아

는 인사말을 먼저 건네며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시흥아카데미 배곧 숲학교

닌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차별화하겠다고 했

에서 배운 조경으로 내 집 앞 화단은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내가 먼저 봉

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는 것

사하며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앞장서고 있다.

과 달리 마을이 공공개발의 방향이라면 의문

이러한 움직임들은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이 생긴다.

나눌 수 있는 친밀감, 이웃과의 연대감, 인간중심적인 도시 공간 구성 등이

이러한 눈부신 도시 성장의 한편에는 도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누적되고 있음을

동체 의식의 함양을 유도하고 시민들 간의 살가운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인간

루어지는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에서 제3경인고속화

성 훼손이나 공공 공간 상실 등과 같이 눈에

이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

도로를 타고 가다 송도를 지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할 수 있다. 마을 초입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온 마을 사

때쯤 우측으로 얼굴을 돌리면

유발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람들이 모여 앉아 놀이도 하고, 마을의 대소사도 의논하며, 이런 저런 이야

오른쪽에 갈색빛의 갯벌을 지

층층이 쌓인 건물에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기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나 아파트들이 보인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부터 멀어지고 공간

이제 이러한 풍경들을 배곧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배곧신도시

에서는 사람 냄새가 사라진다.
다시 정왕IC를 빠져나와 서쪽

ᔩಽᬕࠥa┥ᔾࡹŁᯩ݅

니티의 해체, 소통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들

으로 달리면 갯벌이 끝나고 여

32

최근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주차갈등, 커뮤

의도 면적 1.5배 규모로 조성

시흥시는 배곧신도시를 글로벌 교육ㆍ의료산학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

이 발생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도시화의

되는 우뚝 선 배곧신도시가 나

다. 또한 배곧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이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아파트

온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시흥

본격화되면서 배곧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

에 사람만 모여 사는 ‘그들만의 동네’가 만들

시 정왕동.

시흥시 정왕동 일대 조성중인 배곧 신도시는 총 490만7148㎡ 부지

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

에 2만1541가구가 건립돼 인구 5만6000명이 거주하게 된다.이제 도

곧신도시의 탄생으로 현대생활에 적응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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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참여마당

ʑŁྙ

다양한 봉사활동을 20여년 해오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야 할 상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아직은 우리가 따뜻한 이웃이라는 생각을 체감하게 하는

사회 h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온 지금⋯ 우리 이웃들

시민들의 대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리라. 훗날 후반기 의

에피소드들 또한 적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과의 소통 공간으로 동네사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던

정활동을 마치는 즈음 오늘의 이 생각에 후회가 없도록 있

안전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고, 내 아이가 우

공판장과 복덕방은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같은 엘리베

는 힘껏 나아갈 것이다.

리아이가 되어 안전한 보호와 보살핌 속에 다양한 양분을

이터를 쓰는 어찌 보면 현관문을 공유하는 옆집사람들과

받던 곳, 그런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해법이지 않을까? 지

의 왕래도 서먹해졌다. 윗집아이의 경망스런 발걸음에도

금도 도처에서 마을의 경쟁력과 공동체 정신을 살리고자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는 개인들과 24시간 편의점이 들어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선 작금의 상황은 우리가 과거를 들어내는 동안 우리 고

다. 충분하진 않지만, 모든 일엔 시작이 중요한 법! 우리민

유의 공동체 삶에 대한 기억마저 들어내버린 것이 아닐

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나’가 아닌 ‘우리’로 서로

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발전을 등에 업은 개발

가 맡은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다른

보다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재생의 변화’가 필요

운영위원회는 시정 전반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 않을까 하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따뜻한 마을로 되돌릴

한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이러한 생각은 이미 여러

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또한 살기 좋은 내 고장

나라,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매진할 것이다.

생각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진행되어 왔다. 머나먼 해외

—기고문

해 힘쓰는 ‘바른 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우리 스스로

내가 가야할 바른 길!
⪮ḡᩢ ᮹⫭ᬕᩢ᭥ᬱᰆ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의회

‘나’가 아닌
‘우리’의 힘!!
ᗱ᪆ᙽ ᯱ⊹⧪ᱶ᭥ᬱᰆ

정 전반을 지원하고, 견제해야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뜻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현장의 악순환과 인구노

을 제대로 인지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령화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같은 상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짧은

황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의원생활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끊임없는 역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일까?

량개발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가 싫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아이를 잘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일반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는

키우기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

달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나서

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변화 사례가 우리 시흥에도 모락모락 생겨나고 있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나에게 주

물론 예전보다 살기 좋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다. 하지만

다. 아직은 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모랫골 등 우리 시 곳

어진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

풍족해진 만큼 더 많은 소비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

곳에서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음은

일까? 혼자만의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의원들의

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체감지수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물론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최초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노력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보다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던 시

가 ‘마음과 마을이 움직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설치

의원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버렸다.

된 것이다.

은 물론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불황이 출산율 감소의 주범이자 해

새로운 것...좋다..보기도 좋고, 편리하고⋯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 76개 지자체

사무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결책은 아닐 것이다. 급격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해오며

헌데 과연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마냥 좋

가 참여하여 그중 33곳이 선정되었고, 경기도는 부천 2

역동적이고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그 값으로 지불한 ‘우리’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 가장 큰

아만 해도 되는 것일까?

곳과 성남 1곳, 수원1곳 뿐이었지만, 머지않아 ‘시흥’의 이

다면, 비록 전면에 나서 나를 세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야말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젊고 영특한 직장 새내기

그동안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낡고 소박한 집

름이 더해져 우리 시흥만의 고유 가치를 재발견하는 행

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들이 부르짖는 조직의 부당함과 합리적 개인주의 사고를 갖

들이 으리으리한 고층 건물로 탈바꿈하는 모습들을 지

복한 시흥으로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의 바

요즘 온 국민이 지핀 촛불의 불씨가 퍼져나가는 정국 속에

고 있어야 의식 있는 사람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다소 허

켜보며 이를 ‘발전’이라 칭해왔다. 과거를 들어내고 새로

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에 맨 앞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서 더 이상 실망도 원망도 힘들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술한 오지랖으로 넓고 따뜻한 마음의 선배들이 사랑받는

운 것을 만드는 데만 집중, 아니 집착을 해오며 우리나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는 나의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할

길이 비록 빛나는 길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뜻으로 뽑힌

이유는 우리 모두의 본성과도 같은 사람들 사이의 정, ‘우

의 발전을 도모해 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과거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숙한 지역공동체로 상생

우리 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녕을 위

리’라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그리워서이지는 않을까?

일제 강점기와 암울한 배고픔의 시대를 겪어온 ‘지워버려

해 나가는 시흥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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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폐 철도부지 8,080m를 숲길

기분 좋은 바람
도시재생 ʡ₍ᝍ ࠥ⪹Ğ᭥ᬱᰆ

과 공원으로 조성하여 각종 공연과 소통의 명품공간으
로 탈바꿈한 광주 동구의 ‘푸른길 공원’과, 한국의 마추
픽추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감천 문화마을 등이 ‘재생의 변
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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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흥시의회

클릭, 시흥시의회

—

Click,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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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991년 4월 초대 의회를 시작으로 시흥시의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 및 권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진행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내용도 안내되어 있어요.

03

시흥시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의회소식지와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검색해볼 수 있는 의회용어사전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흥시의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øወ਼ಕ഼໋ัೖඤৡഠྭདྷৡങಳໍወྭདྷัလལ๕เ࿘ಠო༪ඨພ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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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ወৣኒാκಳໍκወྭདྷัလκ້ዿ້ᄹඋੲκᄹඋੲဢඤ້ເᇑκඋဤჭ

06

ከྺκཬணྺഝஔκ๙ਅಠඤκཬணစஔ

഼๕ወಡκཷወಡ

시흥시의회 전 h 현직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현직의원들의
선거구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흥시 지도가 선거구로 구분되어 있어요.

시흥시의회에서 개회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정 안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본회의 모습을 영상회의록으로 생생하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ᬱ⫭

᮹⫭ᗭ

07

࿇ྺወκሃග࿇ྺወ

시흥시의회 회의는 3개의 상임위원회와 그 외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활동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ਸၴัκཔಢඤோκཷ৶ಁೞκቋᇚ৶ಁೞ

의회소식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소식을 다루는 공간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언론보도 내용이 수시로 업로드 되고 있어요. 또한 영상갤러리와 포토갤러리 게시판을
통해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만날 수 있어요.
ø້ዿ້ወሸເරᇡኊወ໊൭෨ਔလኁਭ࿘ഗཋኃ็ዀဢඤೖਸ࿏ኁਭདྷྦ

᮹ᱶ⪽࠺

04

캘린더 형태로 시흥시의회 의사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회기 중 시정질문, 5분 발언, 의원신상발언, 의안 발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목적에 따라 검색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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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ਔ້ማκ൜ྺ༬କκჵྺၶဢ༬କκྺᇡኇਔ້ማκ໊ၴਭ

시민의견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며 시흥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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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에 가면
—

ठൖठਾട
иݰ
시청과 나란히 위치한 시흥시의회는 외벽에 걸린
큰 현수막이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반기고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시흥시의회의 얼굴이 된
현수막 디자인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의미를 파헤쳐본다.

<ਘ>

<ਘ>

<ਘ_ਘ>

<ਘ>द൜दഥݺਗীѱযदрৌब׳۰оѷण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12명의 의원들을 시계바
늘이 각기 다른 12개의 시계로 표현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임기)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나가겠다는 의미의 문구를 담았다.

<ਘ>оਸ߄חیۈӒҔद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을. 그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한다. 살랑이는
가을바람, 기분좋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곳 ‘시흥’을 가을 분위기를 담은 글자와 이미지로 표현했다.

<ਘ_ਘ>"MM߄ܲѦ߄ܲഥद൜दഥ
‘바른걸음 바른의회’라는 시흥시의회 슬로건 앞에 ‘All(올)’을 덧붙여줌으로써 ‘올바른’과 ‘All(모두)바른’의 의미를 더하
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시흥시의회의 다짐을 한층 강조했다. 하단에는 제240회 제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함께 배치해 시민들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회기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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