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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ᰆ ᯙᔍั

43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철입니다
어느덧 제30호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시흥시의
회 관련 소식을 고스란히 담으면서도 시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에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시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시의회의 일상을 들여다보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면의 한계상 시의회의 모든 일들을 수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정리된 소식지를 통해 시의회에 대한 여러
분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잘 한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칭찬을,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질책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6개월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 문제를 두고 시 집행부와 논쟁을 하기도 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불가피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벌어진
어 일련의
의 상황
상황들이라고
이라 생
각합니다. 몹시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소모적인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
소
각합니다. 분명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의 생각을 더욱
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었
던 시간이었습니다.
임기를 1년여 시간 남긴 시점에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짐으로 다시 시민을 대하고, 바
른 의정활동을 시민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
과 애정 속에 날로 성장해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있도
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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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부의장 홍원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본 의회소식지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
해 기획·제작한 것으로, 의회 관련 다양한 소식을 다루어 시민들의 알 권리 보
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에 대한 넘치는 열
의와 열정으로 시민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의
원에게 주어진 힘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중심을 잡아가며 의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증명, 공동의 목표 달성
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 전, 시흥시의회는 중요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제1차
정례회를 끝마쳤습니다. 경제, 환경, 교통, 복지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두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지도록 저를 포함한 시흥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밤낮으로
니다.
공부하며,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 시민
시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료 의원들과
의원
원들과 함께
께 시원한 소식들로 가득 찬 의회소식지를 안겨드리기 위해 동료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니다.
뜨거운 태양만큼 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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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

2017֥ ᝁ֥ ⩥∊┲ ₙ႑

1.12-1.20

ᱽ241⫭ ⯆᮹⫭ ᯥ⫭

1.18

ᖅ฿ᯕ ⧪ᅖЙ్ၙ ӹ٥ʑ

1.24

ᔍ⫭ᅖḡᖅ ᭥ྙ

1.31

⯆ ℎᗭ֥ ྙ⪵ ᅖḡ ᔍᨦ

2017֥ ᝁ֥ ⩥∊┲ ₙ႑

ᖅ฿ᯕ ⧪ᅖЙ్ၙ ӹ٥ʑ

⯆᮹⫭ ᮹ᬱॅᮡ םł࠺ ⩥∊┲ᮥ ᦥ
⨭⪵·ₙ႑⦹໑ ᙽǎᖁᩕ ၰ ⪙ǎᩢಚ᮹ ᚎ
Ł⦽ ᧁǎᱶᝁᮥ ⇵༉⦹Ł, ⯆᮹ ၽᱥ
ŝ ၝ᮹ ⪵⧊ᮥ ʑᬱ⦹໑ 2017֥ ᔩ⧕ ᅙ
Ċᱢᯙ ᮹ᱶ⪽࠺ᨱ ᯦࠭⧩݅.

⯆ℕᮂšᨱᕽ ᩕฑ ‘ᖅ฿ᯕ ⧪ᅖЙ్ၙ
ӹ٥ʑ’ ⧪ᔍᨱ ᮹ᬱॅᯕ ₙᕾ⧕ ʑⅩᔾ⪽
ᙹɪᯱෝ እ⦽ ᅖḡ ᔍbḡݡᨱ ״ᯙ ࠦ
Ñᨕᝁ ၰ ᳑ᗱaᱶ 500ᖙݡᨱ ᱥ⧪ ⧁ݍ
ᅖЙ్ၙෝ อॅᨩ݅.

ᔍ⫭ᅖḡᖅ ᭥ྙ

⯆ ℎᗭ֥ ྙ⪵ᅖḡ ᔍᨦ ⪽ᖒ⪵ ၰ ၽᱥႊᦩᨱ š⦽ ⡍ౝ

ၝ᳒ ↽ ݡᱩ ᖅᮥ ᦿࢱŁ ᨕಅᬕ ᯕᬤŝ
⧉̹ ⦹۵ ஜ⦽ ᔍ⫭ᇥ᭥ʑ ᳑ᖒŝ ӹٵ
ྙ⪵᮹ ⪶ᔑᮥ ᭥⧕ ᔍ⫭ᅖḡᖅᮥ ႊྙ⧕
᭥ྙɩᮥ ᱥ⦹໑ ᪉ᱶᮥ ӹ݅ڕ. ੱ⦽ ᖅ
šĥᯱ ၰ ᯦ᗭᯱॅ᮹ ᧁಽᔍ⧎ᮥ ℎ≉⦹Ł
ᯱᬱᅪᔍᯱॅ᮹ יŁෝ Ċಅ⧩݅.

ℎᗭ֥ ྙ⪵ᱶ₦ᨱ  ⦽ݡၽᱥᱢᯕŁ ⩥ᝅᱢ
ᯙ  ᦩݡ༉ᔪᮥ ᭥⧕ ⯆᮹⫭ ၶᖁ᪆ ᮹
ᬱᯕ  Ʊᮂℎ, ᔍ݉ჶᯙ ‘ᇩᨕ ⧉̹’ šĥ
ᯱ, ℎᗭ֥ ⪽࠺ ᱥྙa, šĥŖྕᬱ ॒ŝ ⧉
̹ ‘⯆ ℎᗭ֥ ྙ⪵ᅖḡ ᔍᨦ ⪽ᖒ⪵ ၰ
ၽᱥႊᦩᨱ š⦽ ⡍ౝ’ᮥ }↽⧩݅.

⪽ᖒ⪵ ၰ ၽᱥႊᦩᨱ š⦽ ⡍ౝ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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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ᨕᬙฝ ǎၝℕᮂᖝ░ ʑŖ

2.14

ᱽ242⫭ ⯆᮹⫭ ᯥ⫭

2.15

⯆ ⥥ญၙᨥ ᦥᬙ౼ ₥ᬊၶ௭⫭

2.27

ḡᩎĞᱽ݉ℕᰆŝ᮹ e⫭ݕ

⯆ ᨕᬙฝǎၝℕᮂᖝ░ ʑŖ

⯆ ⥥ญၙᨥ ᦥᬙ౼ ₥ᬊၶ௭⫭

⯆᮹⫭ ᮹ᬱॅᮡ ᙹᩢᰆ, ݅༊ᱢ ᝅԕ
ℕᮂš, ℕಆᯙ᷾ᖝ░ ॒ ݅᧲⦽ ℕᮂᖅ
ŝ ℎᗭ֥ ྙ⪵᮹Ḳ, ḥಽℕ⨹ᖝ░ ॒ᯕ ॅ
ᨕᖅ ⯆ ᨕᬙฝǎၝℕᮂᖝ░ ʑŖᨱ ₙ
ᕾ⧩݅.

⯆እᷩܩᜅᖝ░ᨱᕽ ᩕฑ ⲱ⯆ ⥥ญၙ
ᨥ ᦥᬙ౼ ₥ᬊၶ௭⫭Ⲳᨱ ⯆᮹⫭ ᮹ᬱ
ॅᯕ ₙš⧕ šĥᯱॅᮥ Ċಅ⧩݅. ᯕԁ ₥
ᬊၶ௭⫭۵ ᦥᬙ౼ ᯦ᱱቭऽ 60ᩍ}a
ₙᩍ, ḡᩎᵝၝ ᬑᖁ₥ᬊḡᬱ ၰ ḡᩎĞᱽ
⪽ᖒ⪵ ࠥ༉ෝ ᭥⧕ ษಉ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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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᮹⫭ᗭ ǖYro1#63 ǖzzz1vkfrxqflo1qhw

03

3.1

ᱽ98ᵝ֥ 3·1ᱩ ʑֱ

3.9

ᱽ243⫭ ⯆᮹⫭ ᯥ⫭

3.20

ᱽ244⫭ ⯆᮹⫭ ᯥ⫭

3.22-3.28

ᱽ245⫭ ⯆᮹⫭ ᯥ⫭

3.31

⯆ᮂᦥ᳦⧊ḡᬱᖝ░ }š

2017. 02

ᱽ98ᵝ֥ 3·1ᱩ ʑֱ

⯆ᮂᦥ᳦⧊ḡᬱᖝ░ }š

ǑᯱⅩ॒⦺Ʊᨱᕽ ‘ᱽ98ᵝ֥ 3·1ᱩ ʑֱ’ᯕ
ᩕಅ ⯆᮹⫭ ᮹ᬱॅᯕ ₙᕾ⧕ ᙽǎᖁᩕŝ
ᧁǎḡᔍ᮹ ᚎŁ⦽ ஜᮥ ʑಙ݅. ᮹ᬱॅᮡ ʑ
ֱᨱ ᯕᮡ 3·1ᬕ࠺ ᱶᝁĥ ÑญØʑ ⧪ᔍ
ᨱࠥ ₙᩍ⧕ ┽ɚʑෝ ⮵ॅ໑ Ñญ⧪ḥᮥ ᯕᨕ
ӹa 1919֥ ݚ Ǒᯱ໕ 3·1ᬕ࠺ᮥ ᰍ⩥⧩݅.

⯆᮹⫭ ᮹ᬱॅᮡ ݡḡ ໕ᱢ 3,105⽋ᨱ
ḡ⦹1⊖, ḡᔢ3⊖ Ƚ༉ಽ eᱽᅕᮂᝅ, ᰆӽ
qࠥᕽš, ᇢ⋕⟹, ᩢᦥ·ᮁᦥℕ⨹ᝅ, ᦥ࠺ᱥ
ᬊŖᩑᰆ ॒ᮥ w∑, ᦿᮝಽ ⡍ťᱢ ฿∅⩶
ᅕᮂ·ᮂᦥḡᬱ ᕽእᜅෝ ᱽŖ⦹ʑ ᭥⦽ ⯆
ᮂᦥ᳦⧊ḡᬱᖝ░ }šᨱ ₙ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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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ᱽ72⫭ ༊ᯝ ⧪ᔍ

4.6

⯆ ⥥ญၙᨥ ᦥᬙ౼ }ᰆ

4.7

⣙ෙᚓ Ğʑᮂᦥӹ} ░ٵᗭ

4.17

ᱽ246⫭ ⯆᮹⫭ ᯥ⫭

4.24-4.26 ᱽ247⫭ ⯆᮹⫭ ᯥ⫭
ᱽ63⫭ Ğʑࠥℕᮂ⇽ ⫭ݡᱥᖁᙹ݉ đ݉

⣙ෙᚓ Ğʑᮂᦥӹ} ░ٵᗭ

ᱽ63⫭ Ğʑࠥℕᮂ⇽ ⫭ݡᱥᖁᙹ݉ đ݉

Ŗ࠺ᵝ┾ᯕӹ ŖŖʑš᮹ ᮁ⮕Ŗeᮥ ญ༉
ߙย⦹ᩍ ᮂᦥĞ⨹ŝ ᱶᅕෝ Ŗᮁ⦹Ł ᯕᬤ
e᮹ Ʊඹ ၰ ᗭ☖ᮥ ☖⧕ ݅᧲⦽ ⣩ᦸᯕ ⪽
࠺ᮥ ḥ⧪⦹۵ ‘⣙ෙᚓ Ğʑᮂᦥӹ} ’░ٵ
ᗭᨱ ₙᕾ⧕ ⇶⦹᮹ ஜᮥ ᱥ⧩݅.

⯆ℕᮂšᨱᕽ ᩕฑ ‘ᱽ63⫭ Ğʑࠥℕ
ᮂ⇽ ⫭ݡᱥᖁᙹ݉ đ݉’ᨱ ₙᕾ⧕ ⇽ᱥ
ᖁᙹ݉ᮥ Ċಅ⧩݅. ⯆ᨱᕽ۵ ᱽ63⫭
Ğʑࠥℕᮂ⫭ݡᨱ ᮂᔢ, ᙹᩢ, ⇶Ǎ, ▭ܩᜅ
ෝ እ⦽ 24} ᳦༊ᨱ 523᮹ ᖁᙹ᪡ ᯥ
ᬱᯕ 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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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017 ⯆᮹⫭ ᮹ᰆʑ ⇶Ǎ⫭ݡ

5.23

5.17

ᱽ248⫭ ⯆᮹⫭ ᯥ⫭

5.27

5.17

2017 ⦽ݡၝǎ ࠥᨦၶ௭⫭ ⩥ᰆ ᔍᱥᱱá

2017. 0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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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ᅖƱᮂ ၶ௭⫭
2017 ⯆᮹⫭ ᮹ᰆʑ ⧊ʑࠥ⫭ݡ

2017 ⯆᮹⫭ ᮹ᰆʑ ⇶Ǎ⫭ݡ

2017 ⦽ݡၝǎ ࠥᨦၶ௭⫭ ⩥ᰆ ᔍᱥᱱá

2017 ⯆⧪ᅖƱᮂၶ௭⫭

⯆᮹⫭۵ ᮹ᰆʑ ⇶Ǎ⫭ݡෝ }↽⦹Ł,
ᱶ᪶࠺ ℕᮂŖᬱ ⇶Ǎᰆᨱᕽ }⫭ᮥ aᲭ
݅. ᯕჩ ⇶Ǎ⫭ݡ۵ šԕ 19} ❡ 400ᩍ᮹
ᖁᙹॅᯕ ⇽ᱥ⧕ ə࠺ᦩ iŁ ݇ᮡ ʑపᮥ ၽ
⭹⦹Ł ⇶Ǎ ࠺⪙ᯙॅ e᮹ ⪵⧊ᮥ ݅ḡ۵ 
eᮝಽ Й໑Ჭ݅.

ࠥᨦ ᝅᇥ᭥ʑෝ ⪶ᔑ⦹Ł ࠥᨦ
օ✙ᬭⓍ Ǎ⇶ᮥ ᭥⧕ ษಉࡽ ‘2017 ⦽ݡၝǎ
ࠥᨦၶ௭⫭’᮹ ᖒŖᱢᯙ }↽ෝ ᭥⧕ š
ಉᇡᕽ ၰ šĥᯱॅŝ ⧉̹ ၶ௭⫭a ᩕญ۵
႑ňᔾŖᬱ ᯝݡෝ ᙽ⫭·ᱱá⦹໑ ၶ௭⫭
ᵡእᔢ⫊ᮥ ᔕ⠩݅.

⯆⩶ ษᮥƱᮂ Ŗ࠺ℕෝ ᝅ⩥⦹Ł ᦥᯕॅ
ᯕ ᷱÑᬕ ႑ᬡᮝಽ ᖒᰆ⧕a۵ ʑၹᮥ ษಉ
⦹ʑ ᭥⧕ ᝅࡽ ‘2017 ⯆⧪ᅖƱᮂၶ௭⫭’
ᨱ ₙᕾ⧕ ⇶⦹ᯙᔍෝ 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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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6

ᱽ6⫭ ⦽ݡၝǎ

2017 ⯆ ᰆᧁ⦺ᔾ ەᜅ⡍⊁ ⦽ษݚ

2017 ⯆᮹⫭ ᮹ᰆ႑ ▭ܩᜅ⫭ݡ

݅᧲⦽ ℕ⨹⥥ಽəఉᮥ ☖⧕ ᰆᧁᯙŝ እ
ᰆᧁᯙᯕ ᗭ☖·⪵⧊⦹۵ ‘2017 ⯆ ᰆ
ᧁ⦺ᔾ ەᜅ⡍⊁ ⦽ษ’ݚᨱ ₙᕾ⧕ ⇶⦹᮹
ஜᮥ ᱥ⦹Ł ⧪ᔍᨱ ₙᩍ⦽ ᯱᬱᅪᔍᯱॅ
᮹ יŁෝ Ċಅ⧩݅.

šԕ ▭ܩᜅ࠺⪙ᯙॅ᮹ ℕಆ᷾ḥ ၰ ᔾ⪽
ℕᮂ ⪽ᖒ⪵ෝ ᭥⧕ ⯆᮹⫭a }↽⦽
‘2017 ⯆᮹⫭ ᮹ᰆ႑ ▭ܩᜅ’⫭ݡ۵ š
ԕ 20} ⓕ 350ᩍ᮹ ᖁᙹॅᯕ ₙa, ⠪
ᗭ iŁ ݇ᮡ ᝅಆᮥ Ꮁԕ໑ ᖒ⫊ญᨱ ᳦ഭ
ࡱ݅.

ᱽ249⫭ ⯆᮹⫭ ᱽ1₉ ᱶಡ⫭

ᜅษ✙⨩ቭ ᦦ≉}ᖁᮥ ᭥⦽ ၝe⪹Ğq݉ŝ᮹ e⫭ݕ

⯆᮹⫭۵ ‘ᱽ249⫭ ᱽ1₉ ᱶಡ⫭’ෝ w
Ł 2016⫭ĥᩑࠥ đᔑ, 2017֥ࠥ ⇵Ğ ᩩᔑ
ᦩ, ᳑ಡᦩ ၰ ʑ┡ᦩÕᨱ  ⧕ݡb ᔢᯥ᭥ᬱ
⫭ ၰ ᩩᔑđᔑ✚ᄥ᭥ᬱ⫭ ⪽࠺ᮝಽ ᝍࠥᯩ
۵ ᝍᔍෝ ḥ⧪⧩݅.

⯆᮹⫭ ⪮ᬱᔢ ᇡ᮹ᰆᮡ ḡᩎ⩥ᦩᯙ ᜅษ
✙⨩ቭ ᦦ≉}ᖁ ྙᱽ ⧕đᮥ ᭥⧕ šĥᇡᕽ
Ŗྕᬱŝ ၝe⪹Ğq݉ 20ᩍᯕ ₙᕾ⦽ a
ᬕߑ e⫭ݕෝ aᲭ݅. ᯕԁ e⫭ݕᨱᕽ۵ ᦦ
≉ šಉ ၝᬱᨱ  ⦽ݡq݉᮹ ᱥྙᱢᯙ ݡ᮲
ᮥ ᭥⧕ Ʊᮂᮥ v⪵⧕⦽݅۵ ᮹čŝ q݉
⪽࠺ᨱ ݡ ⦽ݡၝ ⪮ᅕ ⦥ᖒ ॒ᯕ ᱽࡱ݅.

ࠥᨦၶ௭⫭ }ส
6.2

2017 ⯆ ᰆᧁ⦺ᔾ

6.2

2017 ⪹Ğ᮹ ԁ ʑֱ⧪ᔍ

ەᜅ⡍⊁ ⦽ษݚ
6.6

ᱽ62⫭ ⩥∊ᯝ ⇵ֱ

6.10

ᔩษᮥᬕ࠺ 47ᵝ֥
ʑֱ ၰ ℕᮂ⫭ݡ

6.11

2017 ⯆᮹⫭ ᮹ᰆ႑

6.8-6.30

ᱽ249⫭ ⯆᮹⫭

▭ܩᜅ⫭ݡ
ᱽ1₉ ᱶಡ⫭
6.25

2017 ⯆᮹⫭ ᮹ᰆʑ
᳒Ǎ⫭ݡ

6.28

ᜅษ✙⨩ቭ ᦦ≉}ᖁᮥ
᭥⦽ ၝe⪹Ğq݉ŝ᮹
e⫭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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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যઁ৬য় ט
য়טҗղੌܲഥٜܳ݅κወྰཷ࿇ྺወ

ⶸ ᮹⫭ᬕᩢ᭥ᬱ⫭ ⫭᮹ ༉

의회운영위원회
⩥ᰍ ᱽ7 ݡ⯆᮹⫭ ᮹⫭ᬕᩢ᭥ᬱ⫭۵ ᭥ᬱᰆᨱ ⪮ḡᩢ ᮹ᬱ, ᇡ᭥ᬱᰆᨱ ᯕᅖ⯍ ᮹ᬱ, ᭥ᬱᨱ ᰆᰍ℁ · ᮅ┽⦺ · ʡ┽Ğ · ᳑ᬱ⯍ ᮹ᬱᮝಽ Ǎᖒࡹᨕ
ᯩᮝ໑ ᮹ᔍᯝᱶᮥ እ⦽ ⫭ ᬕᩢ ᱥၹᨱ  ⦽ݡԕ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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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ᬕᩢ᭥ᬱ⫭ 위원장 홍지영 ┃ 부위원장 이복희 ┃ 위원 장재철 ┃ 위원 윤태학 ┃ 위원 김태경 ┃ 위원 조원희

현재 제7대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홍지영 의원, 부위
원장에 이복희 의원, 위원에 장재철·윤태학·김태경·조원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일정을 비롯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룬다.
2017년도에 들어서는 2월 3일 제241회 제1차 회의부터 6월 23일 제
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고
의사일정 협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7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장재철 의
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처리했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 입법 제·개정 등과 관
련한 법률적 자문과 시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의
정 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
다. 더불어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함으로써 의
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규정을 삭제해 의장·부의장 선출을
원하는 의원들 모두가 자유롭게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선거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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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द൨ਵ۽
द൜द݅ߑܳपഅदఃκᄹኒဢ࿇ྺወ

ⶸ ᯱ⊹⧪ᱶ᭥ᬱ⫭ ⫭᮹ ༉

자치행정위원회
Õv⦽ ḡႊᯱ⊹a ᝅ⩥ࡹᨕ ᬱ⪽⦽ ⧪ᱶᯕ ᯕḩ ᙹ ᯩࠥಾ ⧪ᱶ ᱥၹᨱ  ⦽ݡԕᬊᮥ ݅໑ ⩥ᰍ ᭥ᬱᰆᨱ ᗱ᪆ᙽ ᮹ᬱ, ᇡ᭥ᬱᰆᨱ ၶᖁ᪆ ᮹ᬱ,
᭥ᬱᮝಽ ᳑ᬱ⯍ · ⪮ḡᩢ · ᯕᅖ⯍ ᮹ᬱᯕ ᗭᗮࡹᨕ ⪽࠺ ᵲ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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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ᬱ⫭ 위원장 손옥순 ┃ 부위원장 박선옥 ┃ 위원 조원희 ┃ 위원 홍지영 ┃ 위원 이복희

ⶸ ᯱ⊹⧪ᱶ᭥ᬱ⫭ ⩥ᰆႊྙ ༉

자치행정위원회는 건강한 지방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치가 실현되어 원활한 행정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자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회 시범사업, 의류수거함 위탁사업,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

대한 내용을 다루며 현재 위원

시흥갯벌습지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장에 손옥순 의원, 부위원장에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박선옥 의원, 위원으로 조원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홍지영·이복희 의원이 소속되어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했다.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1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비롯한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
흥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가
칭)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 취
약계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

⩥ᰆ
ႊྙ

ᯝ  2017. 1. 10(⪵)
ݡᔢḡ ⯆ྙ⪵ᬱ, ᯲ᮡᯱญᮡኼᔍ௲₥, ᯲ᮡᯱญḡᩎᯱ⪽ᖝ░,
Ğʑℎ֥⩲ᨦษᮥ, ךᔪၽᱥᗭ
ᵝ ᱱáᔍ⧎
•ᬕᩢᝅ┽ ❭ᦦ ၰ ⩥ᰆ ᧁಽᔍ⧎ ℎ≉
•ᔍᨦ⇵ḥ šಉ ḩ᮹ ݖᄡ

타안건을 심사했다.

13

의정 스크린 Ⳓ 제7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03

ӝજبद द൜ਸٜ݅κோ້ਦ࿇ྺወ

ⶸ ࠥ⪹Ğ᭥ᬱ⫭ ⩥ᰆႊྙ ༉

도시환경위원회
ࠥ⪹Ğ᭥ᬱ⫭۵ Õv⦽ ࠥ⪹Ğ ᳑ᖒŝ ᔕʑ ᳬᮡ ࠥෝ อॅʑ ᭥⧕ ࠥƱ☖ǎ, ⪹Ğǎ ॒᮹ ᗭšᨱ š⦽ ᔍ⧎ᮥ ݅໑ ᭥ᬱᰆᨱ ʡ₍ᝍ ᮹ᬱ,
ᇡ᭥ᬱᰆᨱ ᰆᰍ℁ ᮹ᬱ, ᭥ᬱᨱ ᮅ┽⦺·⪮ᬱᔢ·ʡ┽Ğ ᮹ᬱᮝಽ Ǎᖒࡹ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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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ᬱ⫭ 위원장 김찬심 ┃ 부위원장 장재철 ┃ 위원 윤태학 ┃ 위원 홍원상 ┃ 위원 김태경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49회 제1

기 위한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가 오이도역 환승센터 설치

사를 실시하여 은계지구 공공주

공사 등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

택사업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따복하우스와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고,

병행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된 체육공원으로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책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병합소화조 공법에 대해 비슷한 시설을 운영

또한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

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심사 보류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원안대
로 의결했다.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
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
고자 정왕동 1,889번지에 대하

⩥ᰆ
ႊྙ

ᯝ  2017. 1. 10(⪵)
ݡᔢḡ าᮡྜྷšญᖝ░, ႑ňᝁࠥ, ᪅ᯕࠥᩎ ⪹ᖝ░ ၰ
⯆ ᬵŗ ᨱ⎵⦝ᦥ Ŗᔍ⩥ᰆ ॒
ᵝ ᱱáᔍ⧎
•EMᔍᨦ ⇵ḥ⩥⫊ ᱱá ၰ ᅕɪ ⪶ݡႊᦩ ༉ᔪ
•⯆ ɡಽჭ ᨱ⎵┡ᬕ ᳑ᖒ ⇵ḥ⩥⫊
•⧕ᘂᝎญʙ ӹྕᰍ ⩥⫊ ᱱá
•႑ňݡƱ ⇵ḥᨱ ෙ ᭥⊹ ॒ ⩥ᰆ ᱱá
•⯆ ⥥ญၙᨥ ᦥᬙ౼ ᳑ᖒ⩥⫊ ᱱá
•᪅ᯕࠥᩎ ⪹ᖝ░ ᖅ⊹Ŗᔍ šಉ ⩥ᰆᱱá
•⯆ ᬵŗ ᨱ⎵⦝ᦥ ⇵ḥ⩥⫊ ᱱá

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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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

2017년 1회 추경예산 심사를 대비

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를 심사한 결과, 일반회

한 예산 심사 기법 습득을 위해 지

계 세출부분 중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운영경비 등 총 322건에 744

난 1월 19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억 8,066만 7,000원 삭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상수도사업특별

전문성 강화 교육 시간을 가졌다.

회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개량 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556억 8,277만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로부터

3,000원 삭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중 기업지원과 소관 경

예산안의 이해, 예산안의 구조와

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중 총 30건의 계속비조서에서 삭제, 기타

편성체계, 예산안의 접근 및 심사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프레임, 예산안 편성기준 준수, 예
산 부문별 검토사항 등에 관한 교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8일과

육을 받고, 교육 후에는 의원들 간

2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결산 승

의 질의응답 시간과 올해 예산 심

인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방향은 시

사 검토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심도

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기반시설 조성 반영을 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 예산 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뒀고 그 결과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조
8,82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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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의회 청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시흥그린센터, 어울림국민체육
센터 등 시흥시 발주 공사 시 관내 건설업체 등의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 홍원상·조원희·김찬심·
홍지영 위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 33명이 참석
한 가운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와 시흥그린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
터 공사 현황을 청취하고 각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및 관내 업체 참
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발주 후 업체가 선정되
면 주요 공정에 대한 하도급 업체 선정을 바로 진행하다보니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 자체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공사업체 선정 후 집행부에
서는 의지를 갖고 관내 업체가 주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길 바람. ▲매번 열리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회의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는 지속적으로 공사업체를 관리·감독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을 고민
해주길 바람. ▲하도급 입찰 전 우리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관
내 우수한 업체 목록 등을 추천받아 관내 업체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계획
을 수립,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참여 방안 강구해주길 바람. ▲관
내 업체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및 시공능력을 가진 만큼 편견을 버리고
관내 업체의 공사 참여에 의무감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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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내세워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 또는 예정인 배곧시민들의 사기분양이라는 의
견과 법적대응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해달라.
Ḳ⧪ᇡ ݖᄡ 2016년 8월 22일 체결된 실시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
련법의 판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가 무산된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서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의지를 수차례 피력하고 있는 바, 사기분양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정상추진토록 협의해나가겠다.

서울대 시흥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재난화상 트라우마 등 특수분야에 집중한 특화병원으로 세워질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서울대 총장께서도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
장이 무엇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Ḳ⧪ᇡ ݖᄡ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국가재난병원은 병원의 설립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어 제시됐던 사항이다. 국가재난병원은 평상시 종합
병원으로 운영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훈련을 통해 응급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여 재난 대처 능력을 키워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
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서울대학교 시흥병원(가칭) 설립방안이 재난병원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배곧신도시에 당초 분양 계획인 여성 특화거리를 오피스텔 위주의 아브뉴스퀘어로 변경 조성하여 사기분양, 과대광고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Ḳ⧪ᇡ ݖᄡ 배곧신도시 내 여성특화광장 민원내용과 관련 오피스텔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1,275실이었으나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939실이 감소한 336실만 반영되어 오피스텔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특화광장의 명칭은 사업계획서에서는
‘퀸즈 페스티발(Queen’s Festival)’이었으나, 2016년 5월 사업시행자가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속 상업시설 분양과정에서 ‘아브뉴프랑(예정)’이
란 문구를 사용하였다가, 금년 6월초 상가 분양을 위한 사전홍보에서는 ‘아브뉴스퀘어’란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오해가 있어 지난 6월 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성특화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공모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내용에 있어 건축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과정에서 부분적 변경은 있을지라도
본질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배곧신도시 내 모델하우스 가설전람회장 ‘비발디 아트하우스’를 배곧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사용할 경우 향후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의 검토와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Ḳ⧪ᇡ ݖᄡ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시흥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므로 배곧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치적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한 배곧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 100일, 특별전시 60일 등 연 160
일 이상 전시를 유치할 계획이며, 음악 · 무용 연습실, 강의실, 동아리 창작실 등은 연중 개방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운영은 시
설의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간 추계비용은 직영을 할 경우 공공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 1억원, 인건비(3명) 1억원, 일반
운영비 등에 5천만원 등 총 약 3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2016년 8월에 기부받아 소유자 변경 이후 8개월 후인 2017년 5월에 ㈜한라로 하여금 2억 7천 5백
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기부받았다. 리모델링을 하여 감정평가를 했을 시 1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의회 의결을 구
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는 의회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 기부를 하려 했다면 리모델링까지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었는지 여부와 리모델링을 뒤늦게 하여
기부받은 이유를 설명해달라.
Ḳ⧪ᇡ ݖᄡ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존치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로서 2015년

9월에 존치기간을 1년으로 신고하여 2016년 9월 26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2016년 8월 28일에
명의이전을 먼저 추진한 것이다. 그 이후 관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리모델링 계획을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건축물은 부동산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동산으로서 재산의 성격이 달라 적용받는 법률 또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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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
「ᕽᬙݡ⯆⌁⟝ᜅ᳑ᖒᔍᨦᱶᔢ⪵ⅪǍđ᮹ᦩ」 ₥┾
ⷅⷅⷅ

⯆᮹⫭۵ 5ᬵ 17ᯝ ᩕฑ ᱽ248

⫭ ᯥ⫭ ᱽ1₉ ᅙ⫭᮹ᨱᕽ 「ᕽᬙ ݡ
⯆⌁⟝ᜅ ᳑ᖒᔍᨦ ᱶᔢ⪵ ⅪǍ đ᮹
ᦩ」ᮥ อᰆᯝ⊹ಽ ₥┾⧩݅.
đ᮹ᦩᮥ ݡ⢽ၽ᮹⦽ ʡ₍ᝍ ᮹ᬱᮡ ၽ
ᨙݡᨱᕽ “ᕽᬙ⦺ݡƱ۵ ‘⦺ԕ i॒ᮝ
ಽ ᯙ⦽ ԕᇡ Ǎᖒᬱŝ᮹ ᗭ☖ŝ ⧊᮹ෝ
᭥⦽ ŝᱶ’ᯕ۵ ᯕᮁಽ ᱥℕ ᔍᨦ⇵ḥ
ᯝᱶᮥ ᯝႊᱢᮝಽ ḡᩑ┅Ł ᯩ݅”Ł
ḡᱢ⧩݅. ⯆᮹⫭۵ ᯕԁ ₥┾ࡽ đ
᮹ᦩᮥ ᕽᬙ⦺ݡƱ ॒ šĥʑšᨱ ᱥݍ
⧩ᮝ໑ ᦿᮝಽࠥ ᕽᬙ ݡ⯆⌁⟝ᜅ ᳑
ᖒᔍᨦ᮹ ᱶᔢ⪵ෝ ᭥⧕ ᱢɚᱢᮝಽ י
ಆ⧁ ĥ⫮ᯕ݅.

「ᕽᬙݡ⯆⌁⟝ᜅ᳑ᖒᔍᨦᱶᔢ⪵ⅪǍđ᮹ᦩ」 ᵝԕᬊ
⦺ᔾ ᨧ۵ ᕽᬙ ݡ⯆⌁⟝ᜅ۵ ᔍ᧲⦹໑, ᮹ྕ⩶ ʑᙺ⩶  ⦺ݡRC ᖅพ ᧞ᗮᮥ ၹऽ ḡ┍ ä.
ⶸ႑ňᝁࠥᨱ ǎaᰍӽᄲᬱᯕӹ qᩝ⊹ഭᄲᬱ᮹ ᖅพᮥ vಆ⯩ ၹ⦹ݡ໑, 500ᄲᔢ ᯕᔢ᮹
ᕽᬙ⦺ݡƱ ᄲᬱ ᖅพ ᧞ᗮ᮹ ᯕ⧪. ⶸ⯆⌁⟝ᜅᨱᕽ ၽᔾ⦽ ᙹᯖᮡ ⯆ ḡᩎĞᱽ᪡ ⯆⌁
⟝ᜅᨱ ᰍ⚍ᯱ⧁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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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4ᯝ, ʡ₍ᝍ ᮹ᬱᯕ Ğ

ʑࠥྙ⪵᮹ᱥ ݚЩЙ۵ ⍉ᄅᖹᖝ░ᨱ
ᕽ ᩕฑ ᔢᨱᕽ ‘ᱽ15⫭ ᵲᇡᮉłݡ
ᔢ’ᮥ ᙹᔢ⧩݅. ʡ ᮹ᬱᮡ ᙹᔢᗭqᮥ
☖⧕ “sḥ ᔢᮥ ၼᮡ อⓝ ᅕ݅ ₦ᯥq
ᯩ۵ ᮹ᱶ⪽࠺ᮝಽ ⯆ၝ᮹ ᔗ᮹ ḩ
⨆ᔢᮥ ᭥⧕ יಆ⦹ā݅”Ł ั⧩݅.

ᗱ᪆ᙽ᮹ᬱ 2017⦽ݡၝǎ⊽⪹Ğᬑᙹ᮹ᬱᖁᱶ
ⷅⷅⷅ

2017֥ 3ᬵ 9ᯝ, ᗱ᪆ᙽ ᮹ᬱᯕ ǎ⫭

⨭ᱶʑֱš ݡvݚᨱᕽ ᩕฑ ᔢᨱ
ᕽ ‘2017 ⦽ݡၝǎ ⊽⪹Ğ ᬑᙹ᮹ᬱ’ᮝ
ಽ ᖁᱶࡱ݅. ᗱ ᮹ᬱᮡ ᯕෝ ĥʑಽ 43
อ ⯆ၝ᮹ ᔗ᮹ ḩ }ᖁŝ ḡᩎ ၽᱥ
ᮥ ᭥⧕ ᬒ ᮹ၙ ᯩ۵ ⪽࠺ᮥ ᱥ}⧁
äᮥ ݅ḱ⧩݅.

⪮ᬱᔢⰒʡ₍ᝍ᮹ᬱ 2017ḡǍⅭ⯍⟽ᔢᙹᔢ
ⷅⷅⷅ

2017֥ 3ᬵ 13ᯝ, ⪮ᬱᔢ ᮹ᬱŝ ʡ

₍ᝍ ᮹ᬱᯕ ǎ⫭᮹ᬱ ⫭š ⫭ݡ᮹ᝅᨱ
ᕽ ᩕฑ ᔢᨱᕽ ‘2017 ḡǍⅭ⯍⟽
ᔢ’ᮥ ᙹᔢ⧩݅.
⪮ ᮹ᬱᮡ bĥb⊖ ʑš·݉ℕ᪡ ᮁʑᱢ
ᯙ օ✙ᬭⓍ ⩶ᖒ ၰ ḡᗮᱢᯙ Ʊඹಽ
ᔾ࠺q չ⊹۵ ᮹ᱶ⪽࠺ᮥ ᱥ}⦽ 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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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ʡ ᮹ᬱᮡ ᔾᮅญ ၰ ᔾ᳕ᵲ ྙ⪵᳑ᖒᮥ ᭥⦽ ᯦ჶ ⪽࠺ᮥ ᱢɚᱢᮝಽ ᱥ}⧕ ᪉ ᱱᮥ
ᯙᱶၼᦥ ᯕჩ ᙹᔢ᮹ ᩢᩩෝ ᦩᦹ݅.

ʡ┽Ğ᮹ᬱ 2017⦽ݡၝǎ᳑⩢ᝁݡᔢᙹᔢ
ⷅⷅⷅ

2017֥ 4ᬵ 15ᯝ, ʡ┽Ğ ᮹ᬱᯕ ǎ

⫭ ⨭ᱶʑֱšᨱᕽ }↽ࡽ ᔢᨱᕽ
‘2017 ⦽ݡၝǎ᳑⩢ᝁݡᔢ’ᮥ ᙹᔢ
⧩݅.
ʡ ᮹ᬱᮡ “ᬑญ ḡᩎ ྙ⪵ᩩᚁ ḥ⯆ᮥ
᭥⦽ ᮹ᱶ⪽࠺ᨱ ᦥӭᨧᯕ ᖒᬱ⧕ᵡ 
⯆ၝᨱí ᩢŲᮥ ࠭ฑ݅”໑ “ᦿᮝಽ
ࠥ ၝ᮹ Ŗqŝ ᯕ⧕ ᗮᨱᕽ ᖒᝅ⯩ ᮹ᱶ⪽࠺ᮥ ᙹ⧪⦹۵ ᮹ᬱᯕ ࡹā݅”Ł ั⧩݅.

⪮ḡᩢⰒᯕᅖ⯍᮹ᬱ ᮹ᱶ⪽࠺ᬑᙹ᮹ᬱᖁᱶ
ⷅⷅⷅ

2017֥ 5ᬵ 23ᯝ, ⪮ḡᩢ ᮹ᬱŝ ᯕ

ᅖ⯍ ᮹ᬱᯕ Ǒ⡍ྙ⪵ᩩᚁ⫭šᨱᕽ
ᩕฑ ᔢᨱᕽ ‘Ğʑࠥ ·Ǒ᮹⫭᮹ᰆ
⩲᮹⫭ ᱽ6₉ ᮹ᱶ⪽࠺ ᬑᙹ᮹ᬱ’ᮝಽ
ᖁᱶࡱ݅.
⪮ ᮹ᬱᮡ ʑᨦḡᬱႊᦩ ษಉᮥ ☖⦽ ḡ
ᩎĞᱽ ⪽ᖒ⪵ᨱ ᦿᰆᖁ Ŗᮥ, ᯕ ᮹ᬱᮡ
 Ḳ⧪ᇡ᪡᮹ Õᖅᱢᯙ Ŗ᳑ ℕĥෝ ☖⧕ ʑⅩᱶ⊹᮹ ༉ჵ ᔍಡෝ อऽ۵ߑ ʑᩍ⦽ Ŗᮥ ᯙᱶ
ၼᦥ ᯕჩ ᔢ᮹ ᙹᔢᯱಽ ᖁᱶ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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ʡ┽Ğ᮹ᬱ 2017ᦥᦥ❭ᬭญᝎݡᔢᙹᔢ
ⷅⷅⷅ

2017֥ 5ᬵ 30ᯝ, ʡ┽Ğ ᮹ᬱᯕ ᕽ

ᬙ ᧲ᰍ࠺ ๅ⨭ᮅᅪʙ᮹ᔍʑֱš ݡv
ݚᨱᕽ ᩕฑ ᔢᨱᕽ ‘2017 ᦥᦥ❭
ᬭญᝎݡᔢ’ᮥ ᙹᔢ⧩݅.
ʡ ᮹ᬱᮡ “ḥᱶ⦽ ญ᮹ ༉ᮡ ҫᯥ
ᨧ۵ ᗭ☖ŝ Ŗqᮥ ၵ┶ᮝಽ ⦽݅”໑
“ᦿᮝಽ ᬒ ༉ჵᱢᯙ ᮹ᱶ⪽࠺ᮝಽ 
ၝ ᩍ్ᇥ᮹ ᖒᬱᨱ ᅕ⦹ݖ۵ ᮹ᬱᯕ ࡹā݅”Ł ᙹᔢᗭqᮥ ั⧩݅.

⪮ᬱᔢᇡ᮹ᰆ ၝe⪹Ğq݉ŝe↽}⫭ݕ

ⷅⷅⷅ

2017֥ 6ᬵ 28ᯝ, ⪮ᬱᔢ ᇡ᮹ᰆᯕ ⯆⪹Ğšญᖝ░ᨱᕽ ᜅษ✙⨩ቭ ᦦ≉}ᖁ ྙᱽ ⧕

đᮥ ᭥⧕ ၝe⪹Ğq݉ŝ e⫭ݕෝ aᲭ݅.
ᯕԁ e⫭ݕᨱᕽ۵ ᦦ≉ šಉ ၝᬱᨱ  ⦽ݡq݉᮹ ᱥྙᱢᯙ ݡ᮲ᮥ ᭥⧕ Ʊᮂᮥ v⪵⧕⦽
݅۵ ᮹čŝ q݉ ⪽࠺ᨱ ݡ ⦽ݡၝ ⪮ᅕ ⦥ᖒ ॒ᯕ ᱽࡱ݅.
qᬱॅಽᇡ░ ᧁಽᔍ⧎ᮥ ℎ≉⦽ ⪮ᬱᔢ ᇡ᮹ᰆᮡ ᮹⫭ ₉ᬱᨱᕽ q݉ ɝྕℕĥ }ᖁᮥ
᭥⧕ ᱢɚᱢᯙ ḡᬱᮥ ⧁ äᮥ ᧞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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ၶᖁ᪆᮹ᬱ ⯆ℎᗭ֥ྙ⪵ᅖḡᔍᨦ⪽ᖒ⪵ၰၽᱥႊᦩᨱš⦽⡍ౝaᲙ

ⷅⷅⷅ

↽ɝ ℎᗭ֥ ྙᱽᨱ  ⦽ݡᝍbᖒᮝಽ ℎᗭ֥ ᱶ₦᮹ ᵲ

ᖒᯕ ԁಽ ⍅ᲙaŁ ᯩ݅. ᯕᨱ ⯆᮹⫭۵ ℎᗭ֥ॅ᮹
⪽࠺ Ǎ᪡ ⪹Ğᮥ ḥ݉⦹۵ ᗭ☖᮹ eᮥ wŁ ℎᗭ֥
ྙ⪵ᱶ₦ᨱ  ⦽ݡၽᱥᱢᯕŁ ⩥ᝅᱢᯙ ᦩݡᮥ ༉ᔪ⧩݅.
☁ು⫭ෝ ᵝš⦽ ၶᖁ᪆ ᮹ᬱᮡ  Ʊᮂℎ, ℎᗭ֥ ⪽࠺ ᱥ
ྙa, ᔍ݉ჶᯙ ‘ᇩᨕ ⧉̹’ šĥᯱ ॒ 30ᩍŝ ⧉̹ ⦽
ᩢᝁ⦺⦺ݡƱ ᔍ⫭ᅖḡ⦺ŝ Ŗᙺ Ʊᙹ᪡ ᔍ݉ჶᯙ ⦽ǎ
ᯱᬱᰍ݉ ᯕᩑ ᔍྕⅾᰆ᮹ 「⯆ ℎᗭ֥ ྙ⪵ᅖḡᔍᨦ ⬉ᮉ⪵ ႊᦩᨱ š⦽ ᩑǍ」šಉ ၽᱽෝ ᯲ᮝಽ ᯱᮁ☁
ುᮥ ḥ⧪⧩݅. ₙᕾᯱॅᮡ ℎᗭ֥ Ʊᮂ · ྙ⪵ ᦥ⋕ߑၙ ᬕᩢ, ℎᗭ֥ ᩍa·ྙ⪵ Ǎ᳑ᔍ đŝෝ ၵ┶ᮝಽ ℎᗭ֥
ྙ⪵ᱶ₦ᨱ ᦩݡ ⦽ݡᮥ ༉ᔪ⦹ʑ ᭥⧕ ᩕ ☁ುᮥ aᲭ݅.
ᯕԁ ၶᖁ᪆ ᮹ᬱᮡ “┡ ḡᯱℕ᪡ እƱ⧩ᮥ ভ ᬑญ  ℎᗭ֥ ྙ⪵ᅖḡ⪽࠺ᮥ ᱶ₦ᱢᮝಽ घၼ⋉⧁ ᳑ಡa ๅᬑ
ᇡ᳒⦽ ᝅᱶ”ᯕ໑ šಉ ᳑ಡ᮹ ⦥ᖒᮥ ᨙɪ⦹Ł, “ᖝ░᪡ ℎᗭ֥ ⪽࠺aॅᯕ ḡᩎ ℎᗭ֥ॅᮥ ᭥⧕ ᅕ݅ ᱢɚ
ᱢᯙ ⪽࠺ᮥ ᱥ}⧁ ᙹ ᯩࠥಾ ᔍqᮥ wŁ ᩩᔑ ḡᬱ ႊᦩᮥ ᩑǍ⦹ā݅”Ł ั⧩݅. ⯆᮹⫭۵ ℎᗭ֥ᯕ Õ
v⦹í ᖒᰆ⦹۵ ⯆ෝ อॅʑ ᭥⧕ ℎᗭ֥ ᱶ₦ᨱ  ⦽ݡЙᵡ⦽ šᝍᮥ ᯕᨕi ႊ⋉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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ԍ  উ ࠃ י

न൞नਖ਼ߪӑ
2017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2017. 5. 12 ᱽᱶ

⯆ ℎᗭ֥ ࠺יᯙǭ ᅕ⪙ ၰ ᷾ḥ ᳑ಡ
ᯕᅖ⯍ ᮹ᬱ, ᗱ᪆ᙽ ᮹ᬱ Ŗ࠺ၽ᮹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
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돕는
조례로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노동인
권 사업 ▲민관협의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
계 구축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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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ᱽᱶ

⯆ ŖŖᅕÕ᮹ഭᨱ š⦽ ᳑ಡ
ᯕᅖ⯍ ᮹ᬱ ݡ⢽ၽ᮹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 협의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2017. 4. 28 ᱽᱶ

⯆ ⪡ಽ ᔍ۵ יᯙ Łࠦᔍ ᩩႊᨱ š⦽ ᳑ಡ
⪮ḡᩢ ᮹ᬱ, ᗱ᪆ᙽ ᮹ᬱ, ᳑ᬱ⯍ ᮹ᬱ Ŗ࠺ၽ᮹

시흥시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주민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해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및 건
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
스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포함된 ▲추진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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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ᱽᱶ

⯆ ᬑญ࠺օ Ğಽ ݚŖŖ᮹ഭḡᬱ ᱽࠥ ᬕᩢᨱ š⦽ ᳑ಡ
⪮ḡᩢ ᮹ᬱ ݡ⢽ၽ᮹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
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범위를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
행위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노
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
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등으로 규정했다.

2017. 4. 28 ᱽᱶ

⯆ ᬑญ࠺օ ᦥ࠺ ŖŖ᮹ഭḡᬱᨱ š⦽ ᳑ಡ
ၶᖁ᪆ ᮹ᬱ ݡ⢽ၽ᮹

보건 의료취약계층 아동들이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
리로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통해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한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 ‘아동의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
원’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우
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의료비 신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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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ᱽᱶ

⯆ ᙹӽǍ⪙ ₙᩍᯱ ḡᬱ ᳑ಡ
⪮ḡᩢ ᮹ᬱ ݡ⢽ၽ᮹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
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소요되
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
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비지원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2017. 7. 7 ᱽᱶ

⯆ ᔾ⪽ᗭᮭᱡq ᝅᨱ š⦽ ᳑ಡ
⪮ᬱᔢ ᮹ᬱ ݡ⢽ၽ᮹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
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지도점검 ▲사업자의 소음저
감관리 자율참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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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견학 왔어요!
“따르르르릉~~”
어느 날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앳된 남
학생은 수줍은듯한 목소리로 의회 견

메모해 둔 수첩을 보며

학을 오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지방의

지방의회와 시의원에 대해 다양한

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의원이라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에 홍원상 부의장은 학생들이 준비해 온 질문

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다며 의회 견학

에 눈을 쳐다보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

요청을 해 온 것이다.

다. 그렇게 이날 배곧중학교 학생들의 의회 견학은 홍원상 부의장의
덕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7월 3일 오전, 배곧중학교 1학
년 학생 3명이 의회를 찾았다. 학생들

이 외에도 시흥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적 리더십을 향

의 방문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안내사

상시키고 성숙한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를 자처한 홍원상 부의장. 홍원상 부의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

장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은 의회 청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를 둘러보며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층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진행과
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장석에 올라
기념사진을 촬영 했다. 부의장실로 이
동한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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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문>
⯆᮹⫭a ḡӽ 5ᬵ ၽe⦽ <ၙ௹ᝁྙ>ᮡ ℎᗭ֥ॅᯕ
᮹⫭ၝᵝᵝ᮹ෝ Ḣᱲ ℕ⨹⦹Ł, ℎᗭ֥ॅ ᯱᝁᯕ ЩЙ۵ ၙ௹ෝ ᖅĥ⦹۵ ԕᬊᮥ ݅Ł ᯩ݅.
ᯕჩ e⪙ᨱᕽ۵ ᳑ԉᵲ⦺Ʊ ⦺ᔾॅ᮹ ᮹⫭ℕ⨹ʑෝ ݅൹݅.
ⅾ 4໕᮹ <ၙ௹ᝁྙ> e⪙ᨱ ݕʕ ᳑ԉᵲ⦺Ʊ ⦺ᔾॅ᮹ ᯕʑෝ ᔕḾ ᩠ᅕᯱ.
시흥시의회는 2017년 3월 1일 개교한

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흥시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관심

조남중학교(시흥시 목감둘레로 205) 1

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2년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

하지만 ‘시흥시 청소년의회’는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비롯한 1박 2일 캠프가 진행됐기에 여름방학에 한해 운영되는 등 시간

26일까지 3일 간에 걸친 직업체험 프로

과 예산의 제약이 있어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그램을 운영했다.

없었다. 이 같이 아쉬운 부분들을 개선하여 2017년 청소년 의회체험

지난 2015년 처음 선보인 시흥시의회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했다. 더욱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을 거쳐간 학

로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성과를

생들은 지금까지 약 70명. 청소년의 눈

증대시키고자 했다. 한 회당 3차에 걸친 활동이 진행된다.

으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조남중학교 학생들은 1차에서 소속학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지방의회의 기능

교 내 활동으로 의회 체험활동에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시의회
기본상식과 모의의회 의제선정 및 역할배분을 하고, 2차에서는 모의
의회 체험과 직접 지역의 시의원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
차 활동으로 이슈를 정리하고 직접 미래신문을 만들며 체험활동을
마무리했다.

ⶸ ⦺ᔾॅᯕ əฑ ‘10֥ अ ݍḥ ᬑญษᮥⲲ

ⶸ ⦺ᔾॅᯕ Ḣᱲ ၽ᮹⦽ ‘᳑ԉᵲ⦺Ʊ ᳑ಡᦩ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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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산에서

시흥을 내려보다
있다. 그 앞에 품어진 시가지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그 풍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야말로 시흥의 축복이자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다.
‘소래’란 지명은 첫째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설과 둘째 냇가에 숲이 많
다. 즉, 솔내(松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셋째 지형이 좁다 즉 솔다 → 좁다
등의 이유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신라 무열왕 7
년(660)에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연합군의 일원으로 군사를 친히 이끌고 백
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중국 산동성의 래주(萊州)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

소래산은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뻗어 나온

쳐 이 산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소정방의 ‘소(蘇)’ 자와 래주의 ‘래

산맥이 시흥시와 인천시 경계부의 성주산

(萊)’ 자를 합쳐 ‘소래산’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217m)을 만들고 여기서 남쪽으로 2.3km 가

산기슭에는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경재 하연(河演, 1376~1453)의

지를 뻗어 우뚝 솟은 산이다.

묘소가 있다. 하연은 21세 때인 태조 5년(1396년) 문과에 급제했다. 세종 때

산은 보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인다.

에 예조참판, 대사헌, 경상도·평안도 등 4도 관찰사를 지냈다. 또 학문의 최

정왕동 쪽에서 넘어오다 소래산을 바라보면

고 영예라 할 수 있는 대제학을 역임했다. 이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세

기세가 있다. 정상에서 바라다보면 좌우로 중

종 31년(1449년) 영의정을 역임했다. 그가 78세로 숨을 거두자 임금은 특

첩된 산들이 감싸며 호종하고 있고, 작은 봉

별히 지관에게 명해 길지를 잡아 장례를 지내게 했다. 그의 묘가 소래산에

우리들은 마치 무관들이 기립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된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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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가량 걷다 보면 나무로부터 발산된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에
의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자연건강요법을 이용한 휴양지로 이만한
곳도 없다.
그래서 산림보호의 첫걸음 차원에서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소래산 보
호 조례’가 탄생하게 됐다. 조례에서는 ▲소래산 보호종합계획 수립 및 5년마
다 재검토 ▲소래산 자연관찰 전문 조사원 위촉 및 보호감시원 배치 ▲소래
산 보호종합계획 수립, 환경조사원, 감시원 등 필요한 예산 우선 지원 ▲시흥
시소래산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보호해 생
동쪽 산중턱에는 고려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물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

우리나라 최대의 마애보살입상이 병풍바위에

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인 것이다. 또한 시흥뿐만 아

선각되어 있어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자연학

니라 인근 시에서도 수도권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소래산을 보호하기 위한

습장이자 역사의 산실이 되기도 한다.

것이다. 그동안 소래산은 등산객들이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마구잡이

균형 잡힌 신체에 사각형의 각진 얼굴, 양어

로 다니면서 산림과 지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깨를 덮은 통견식 법의, 원통형 보관에 인동

한 시점이다.

당초문이 선각된 점 등이 특징적이다. 약 5㎜

내원사 입구에서 정상까지의 5km에 달하는 기존 산책로는 각종 체육시설,

정도의 얕은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

독서하는 숲, 원목 로프를 이용한 힘기르는 숲으로 정비되어 있다. 또한 소암

가 좋은 편이며 기법이 우수하고 회화적인 표

천 약수터와 청룡 약수터 등은 양질의 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래산 산림욕

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이다.

장을 찾은 모든 이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준다. 소래산은 정상까지 다양하고

소래산 마애보살입상(始興 蘇萊山 磨崖菩

고된 산길이 이어진다. 소래산을 오르며 시원한 바람을 맞다 보면, 흘러내리

薩立像)은 고려시대의 마애불이다. 2001년

는 땀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절로 들것이다. 그래서 소래산은 휴

9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324호로 지

일이면 인근의 인천, 부천 시민까지도 찾아와 즐길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

정되었다.

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약간의 짬만 낸다면 쌓인 피로와 긴장을 기분 좋게

잣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녹음이 우거진 숲을

풀어줄 휴식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31

함께 그려나가는 이야기 Ⳓ

아이들이 안전한 시흥,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혹시 선거 때문인 것 아니냐’
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는 “어린 생명들이 교통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는
것은 무엇보다 어른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
했다.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면 저절로

사실 그는 군자초등학교 졸업생이자 시흥토박이로서 지역의 남모르는 아픔

힘이 납니다. 제 어린 시절로

을 알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오전 8시 10분께 거모동 도일삼거리에서 안

돌아간 것 같다니까요.”

산방면에서 군자공고방향으로 가던 11t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들을 덮쳐 9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거모동은

군자초등학교 앞 사거리. 아침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등학굣길에 크고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해주

때문에 장 의원은 항상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된다.

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있다.

그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지도를

주인공은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55ㆍ거모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동). 그는 군자초등학교(교장 장석영) 통학로

다해보겠다고 오늘도 깃대를 힘주어

인 도일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침 8시부터

들어본다.

아이들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장 의
원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큰 딸 아이가 초
등학교 5학년 때인 2008년으로 아내가 하
던 교통지도 봉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부터이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내
어 깃대를 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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ᗵᚓŖᬱ, ᔼัŖᬱ, ᪆ǍŖᬱ, ǑᕽŖᬱ

◆ᬕᩢʑe : 7. 15 ~ 8. 20 (7. 15 ~ 7. 16 : ᵝั ᬕᩢ)
◆ᬕᩢe : 11 ~ 17 (ᵝ 6ᯝ / ๅᵝ ᬵᯝ ᛝ)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잦은 미산동 솔숲공원은 물놀이장 운영시간동안 주말마다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솔숲공원↔포동시민운동장) [ ྙ᮹ : ⯆ Ŗᬱšญŝ 031-310-3864 ]

ੋ֧ޝनࢺ
규모가 있는 물놀이장 외에 아이들이 온몸을 흠뻑 적시며 뛰어놀 수 있는 공원별 작은 물놀이 시설도 알려드립니다!
ᔑॅɝฑŖᬱ, ŝฝ࠺ ᄞ, ܆ł ᵲᦺŲᰆ, ᝅ}ᬙ, a௹ᬙ ᨕฑᯕŖᬱ, ၙݡšŲᰆ, እࢹʑŖᬱ,  ࠺ݡØŁᮡÑญ,
ๅ⪵࠺ ᄞ, ᗵᚓŖᬱ ᨕฑᯕסᯕᖅ, ᔝၙŲᰆ ᄞᇥᙹ, ჭ░Ŗᬱ ᨕฑᯕסᯕᖅ, ᅖᮭŖᬱ ᨕฑᯕסᯕᖅ, ᬵŗŲᰆ,
እࢹʑŖᬱ, ၙšŲᰆ ၵ݆ᇥᙹ, ᰆłØŁᮡÑญ, ᰆłŖᬱ, ǑᕽŖᬱ ᨕฑᯕסᯕᖅ, 9⪙Ųᰆ, ⠪ᦩŖᬱ, ᱽ3⪙ Ųᰆ,
ᵲᦺŖᬱ ᕽⅭᨕฑᯕŖᬱ, ⧕ᦩךḡ 3ት, ᵲᦺ᪥∊ךḡ 3ትಾ,·6ት·7ት, ᪆ǍŖᬱ(ᔾ┽ᩑ༜(ᇥᙹ), ⦽ǎᱶᬱ, ၝᱶᬱ
ᯱᩑŝ᮹ อԉ, ⧕⦝ᨕၹ ┅⊽aु, ᳑⩶ᇥᙹ), ⧕ᦩךḡ 1ት, ℕᮂŖᬱ, ⦹ᔢᨕฑᯕŖᬱ, ᔼัŖᬱ ᨕฑᯕסᯕᖅ

ⷀᬕᩢʑe : 6. 24 ~ 9. 30 (6. 24 ~ 7. 2 : ᵝั ᬕᩢ) Ⲽᙹᨱ  ┥ಆ ᬕᩢ
ⷀᬕᩢe : 11 ~ 17 (ᵝ 6ᯝ / ๅᵝ ᬵᯝ ᛝ)

ਚҘূউੋ֧ޝ
ⷀᬕᩢʑe : 2017. 7. 28 ~ 8. 28 (4ᵝe) / ᵝ 4ᯝ (ɩ, ☁, ᯝ, ᬵ) ᬕᩢ (Ⲽᖒᙹʑ: 8. 1~8. 15, ᵝ 6ᯝ ᬕᩢ)
ⷀᬕᩢe: 10:00 ~ 17:00
ⷀ⮕ᰆᯝ(ᖅᱱá ၰ ᙹḩšญ) : 8. 2, 8. 9, 8. 16 - 17, 8. 22 - 24
ⷀᯕᬊɩ : อ 3ᖙ~7ᖙ ᮁᦥ, อ 8ᖙ~12ᖙ ᨕฑᯕ(3,000ᬱ)
อ 13ᖙ~18ᖙ ℎᗭ֥(4,000ᬱ) / อ 19ᖙ ᯕᔢ~ ᖒᯙ(5,000ᬱ) - ⯆ၝ 50%⧁ᯙ
Ⲽ월곶에코피아 내 몽골텐트(그늘막)가 설치될 예정이며, 개인 그늘막(텐트 등) 설치는 불가합니다.
1. ᬵŗ ᨱ⎵⦝ᦥ ྜྷסᯕᰆ᮹ ᙹᬊᯙᬱᮡ 440ᮝಽ ᖁ₊ᙽ᯦ᰆᯕ໑ ݉ℕᩩ᧞ᮡ ᇩa⧊݅ܩ.
2. 36}ᬵ ၙอ ᦥᯕ۵ ᯦ᰆᯕ ᇩa⧊݅ܩ.
3. 120cm ၙอ᮹ ᦥᯕ۵ ៑ๅᰆ ၰ እ⊹⣡᯦ᰆᯕ ᇩa⧊݅ܩ.
4. ᯦ᰆഭ۵ ⋕ऽđᱽอ a݅ܩ⧊܆.
5. ᦩԕႊᘂᨱ  50ᇥ ᯕᬊŝ 10ᇥ ⮕ᯕ ᯩᮝ໑, 13:00~14:00ʭḡ ᙹḩšญෝ ᭥⦽ ⮕eᯕ ᯩ݅ܩ.
6. ᬵŗᨱ⎵⦝ᦥ ԕ ๅᱱᯕ ᯩᮝ໑, ᙹḩ šญಽ ᯙ⧕ ᵝඹ ၰ ᇡᮭ ၹ᯦ᯕ ɩḡࢊ݅ܩ.

[ ᨱ⎵⦝ᦥ ᔍྕᝅ : 070-4220-7621 ] ⪩⟹ᯕḡ : ⯆ᬵŗᨱ⎵⦝ᦥ.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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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a݅

ḡӽ

6 ᬵ 1ᯝᇡ░ 4ᯝʭḡ ⯆ ႑ňᔾŖᬱᨱᕽ ‘ᱽ6⫭ ⦽ݡၝǎ ࠥᨦၶ௭⫭’a
}↽ࡱ݅.

⯆᪡ ฝ⇶ᔑ⣩ᇡ, Ⅽḥ⯆ℎ, Ğʑࠥ, ฝᙹᔑ⣩Ʊᮂྙ⪵ᱶᅕᬱᯕ Ŗ࠺ᮝಽ }↽⦽
ᯕჩ ၶ௭⫭۵ ࠥᨦ ᝅᇥ᭥ʑෝ ⪶ᔑ⦹Ł ࠥᨦ օ✙ᬭⓍ Ǎ⇶ᮥ ᭥⧕ ษಉࡱ݅.
⯆᮹⫭ ᮹ᬱॅᮡ }สᯕ ᩕฑ 6ᬵ 1ᯝ, ၶ௭⫭ ⩥ᰆᮥ ࢹ్ᅕ໑ ၶ௭⫭ šĥᯱॅᮥ Ċಅ⦹Ł
}สᨱ ₙᕾ⧩݅. ᮹ᬱॅᮡ ᯕᨱ ᦿᖁ 5ᬵ 17ᯝ šಉᇡᕽ ၰ šĥᯱॅŝ ⧉̹ ၶ௭⫭a ᩕญ۵
႑ňᔾŖᬱ ᯝݡෝ ᙽ⫭ ᱱá⦹໑ ၶ௭⫭ ᵡእᔢ⫊ᮥ ℎ≉⦹ʑࠥ ⧩݅.
‘ࠥᨦ! Õv⦽ ᔗᮥ י௹⦹݅’۵ ᵝᱽಽ ᩕฑ ᯕჩ ၶ௭⫭ᨱᕽ۵ ▤ႎӹ ℕ⨹סᯕ, ⨩ᙹᦥእ
ᔍᔾ⫭ݡ, ᬱߑᯕ ⓕ௹ᜅ, ḻ⣡ סᯕ░ ॒ ݅᧲⦽ ℕ⨹⥥ಽəఉŝ ࠥᨦ ษ⍴, Ņ∊ʑ⫮ᱥ, ᮭᦦᱽ
॒ ⣮ᖒ⦽ ᅝÑญa ᱽŖࡱ݅.
4ᯝᨱ Ù⊽ ၶ௭⫭ ʑe ࠺ᦩ 2อᩍ ᮹ ၝᯕ ݅֡a໑ ⠪ᗭ ᯕᇡ░ ᔾᗭ⦽ ‘ࠥᨦ’ᮥ ᛞŁ
ᰍၭí ᦥi ᙹ ᯩ۵ ʑ⫭ෝ aᲭ݅. ᨕෙ ᦥᯕ ⧁ ä ᨧᯕ ༉ࢱᨱí ᮁᯖ⦹Ł ⯆ၙಽᭁ ‘ᱽ6⫭
⦽ݡၝǎ ࠥᨦၶ௭⫭’ ᔍḥᮝಽ อӹ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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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ᗭ ǖYro1#63 ǖzzz1vkfrxqflo1qhw

ⶾ ႑ňᔾŖᬱᨱ ษಉࡽ ྕݡᨱᕽ }สᮥ
ᅕʑ ᭥⧕ ฯᮡ ၝॅᯕ ༉ᩡ݅.

ⶼ ၶ௭⫭ }↽ 2ᵝ ᱥ ⩥ᰆᮥ ᦥ ᔍᱥᱱá ᵲᯙ
⯆᮹⫭ ᮹ᬱॅ

ⶾ vाǍ Ğʑࠥ ᩑᱶᇡḡᔍ᪡
⯆᮹⫭ ᯕᅖ⯍ ᮹ᬱᯕ
ྕᦿ ݡᨱ ษಉࡽ ᯱญᨱ ᦪᦥ
⇶ᱽෝ ᷱʑŁ ᯩ݅.

ⶾ ၶ௭⫭ }↽ 2ᵝ ᱥ
⩥ᰆᮥ ᦥ
ᔍᱥᱱá ᵲᯙ
⯆᮹⫭ ᮹ᬱॅ .

개막식 퍼포먼스에 ▶
참여하기 위해
시흥시 어린이 농부학교
아이들이 익살스러운
탈을 쓰고
대기하고 있다.

ᇡ░
ᰆᰍ℁, ʡ₍ᝍ,
ᮅ┽⦺, ᗱ᪆ᙽ,
᳑ᬱ⯍, ⪮ḡᩢ,
⪮ᬱᔢ ᮹ᬱ

ⶸ ၝॅ᮹ ᷱÑᬭ⦹۵ ༉ᮥ
⋕ີᨱ ݕŁ ᯩ۵ ʡ┽Ğ ᮹ᬱ.

ⶸ ᱽ6⫭ ⦽ݡၝǎ ࠥᨦၶ௭⫭۵ ⨩ᙹᦥእ əญʑ ᔍᔾ⫭ݡ, ᬱߑᯕ ⓕ௹ᜅ ॒
݅᧲⦽ ℕ⨹ ⥥ಽəఉॅᯕ ษಉ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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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에 가면 Ⳓ

⯆᮹⫭ ⪩⟹ᯕḡ

&OLFN

council.siheung.go.kr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접속 시 가장 먼저 보이는 첫 화면. 이 공간은 회기 일정이나
명절 인사 등 시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부터 6월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은 어떤 이미지로 장식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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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의 방

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시민소통의 방).
지난 2013년 3월 개방한 이 곳이 최근 재정비를 마쳤다. 노후된 책장은 철거 및 보수하고 의자 천갈이를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책장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넓은 창에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다. 재정비를 마친 후 더욱 쾌적해진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흥시의회에서 열리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고 싶을 때 혹은 늠내길을 걷다가 잠시 시원한 물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잠시 지인을 만나고자 할 때 찾으면 좋을 시민소통의 방. 간단한 차나 커피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민소통의 방 이용수칙

1. 사용한
2.

이용시간 : 주중 09:00 ~ 18:00 (공휴일 · 주말 이용불가)

이나 쓰레기는
과

에 버리기

는 깨끗이 정리정돈하기

3.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은 진동으로,

통화는 바깥에서 하기
37
37

의회소식지 정기구독 Ⳓ 신청방법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안내 ]
द൜दഥחदঌӂܻҗৌܽഥ ࣗాഥҳഅਸਤ೧ഝزਸ࠺܃ೠഥࣗधਸ
|द൜दഥࣗध}ਸ߈ӝ߹ߊ۽೯ೞҊणפҳةਸਗೞदחदৈ۞࠙ইېҳة
नࢲҕۆਸਕੌݫաಂझࠁ۽ղदӝ߄פۉ
¡नߑߨইېҳةनࢲࢿറੌݫաಂझ ഥࢎޖҴഘࠁߑࣻޙоמ
ੌݫࣗZVOOBMB!LPSFBLSಂझ 
ߑ҃ࣻޙӝبद൜दद ۽അ زഥزகഥࢎޖҴഘࠁ
¡ഥࣗधҳةनҙ۲ࢎޙ೦ഥࢎޖҴഘࠁñ 

᮹⫭ᗭḡǍࠦᝁℎᕽ
ᖒ
ᩑ
(ᬑ⠙ჩ⪙)
ᵝ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시흥시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식지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기구독 해지 신청 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소식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017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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