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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흔적들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가득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뜻깊고 가슴 벅찬 2년이었습니다.

제7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제14호 의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안동시의회 7대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의 흔적들을 모아 의회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17만 안동시민께 내어 놓습니다.

기록(記錄)은 늘 기억(記憶)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래갑니다.

여기에 적히는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어서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

하지만, 기억은 감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형식적일수도 있습니다.

제7대 안동시의회는 감동적인 에피소드(episode)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하지 않을

압니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나오기까지 우리 안동시의회 18명 의원들은 각자의

광명시에서의 농산물 직판행사는 농업인에게 매출액보다 더 큰 위안을 안겼고,

지역구를 넘나들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의원님 모두가 참가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은 담근 김치 량보다 더 크고

드립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시민의 뜻과 행정집행의 중간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우박피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에는 짙은 절박함이 묻어났고, 사과수확농가

했지만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냈을 때에는 기쁜 감동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일손 돕기 현장에서는 풍년을 염원한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회보를 발간하면서 18명 의원들의 노력의 과정을 싣지 못하는 것이 못내

모두가 시민을 최우선시한 행보이자 의정(議政)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가득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동시의회 7대 의회에서 함께 수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민선6기 우리 집행부도 기억에 남을 굵직굵직한 성과가 많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 1조원 달성은 다시금 생각해봐도 가슴 뿌듯함으로 와 닿습니다. 10년

여러 가지 궂은일 마다 않으신 의회소속 직원분들의 노고를 의원 모두가 기억할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것입니다. 17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한분 한분의 수고는 의정활동을

그러면서도 채무는 말끔히 정리하여 채무 제로(zero)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지원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한창 유행하는 야구로 치자면 호타준족입니다.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발간하는 의회보가 뒤를 이를 의원들께 참고가 되고, 활동의

이제 제7대 의정활동을 차분히 정리하고, 제8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흔적들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제7대 의정활동의 값진 성과를 발판삼아 제8대 승승장구 하시는 의원님이 되시길

가지면서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면서, 안동시의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안동시의회 의장 김 성 진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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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반형황

의회보

시민과 함께
안동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활환경

안동시 일반현황
■호

기본현황

주택

상수도

자동차

2017.12.31.기준

2017.12.31.기준

2017.12.31.기준

수 : 76,451호

■ 보 급 율 : 114.8%

■ 급수능력 : 1일 93,000톤

■ 등록대수 : 81,825대

■ 보 급 율 : 91.5%

■ 세 대 당 : 1.1대

연혁
>>

>>

>>

상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창녕국 건국

고타야군

고창군

(염상도사 BC 57)

(505, 지증왕 6년)

(757, 경덕왕 16년)

안동부(930, 태조13년),
영가·길주·복주,
안동대도호부(1362, 공민왕11년)

>>

>>

도 로(총연장 : 1,707km)
2017.12.31.기준

■학

교 : 62개교(초 30, 중 13, 고 13, 대학 4, 특수 2)

■ 포 장 : 1,209.1km (고속국도 49.4km, 국도 165.7km,
지방도 183.3km, 시군도 342.6km,
도청1단계 23.5km, 농어촌도로 444.6km)

■ 학 생 수 : 35,771명 (초8,710, 중4,359, 고5,293,
대학16,976, 특수433)

■ 미포장 : 497.9km

※ 포장율 : 70.8%

>>

1995.1.1.

1963.1.1.

1896.8.4.

조선시대

안동시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
안동시와 안동군으로 분리

지방제도 개편 시
23개 관찰부 폐지

안동대도호부, 안동관찰부

(안동시·안동군 통합)

학교
2018.3.31.기준

>>

재정규모

(1895, 경상도 동북부 17개 군 관할)

※ 2016. 3. 10.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

지역특성

(단위: 백만원)

면 적 (총면적 1,521.98㎢)
2017.12.31.기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49,061(5.17%)

■ 임 야 : 1,065.98㎢

■ 유수한 문화자산과 인재의 보고

■ 대 지 : 21.8㎢

■ 유네스코 그랜드슬램을 만날 수 있는 장소

■ 기 타 : 216.32㎢

■ 전국적 인지도의 식도락 시장·명품 특산물

기타
139,554(14.69%)

지방세
69,511(7.32%)

■ 농경지 : 217.88㎢ (전126.48, 답91.4)

■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경북행정의 중심도시

일반회계
949,700

일반회계

■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총계
1,082,000

세외수입
31,405(3.31%)
보조금
303,291
(31.94%)

세입

특별회계
132,300

일반공공행정
49,735(5.24%)
공공질서 및 안정
3,563(0.38%)
교육
5,825(0.61%)
문화 및 관광
125,223(13.19%)

국토 및 지역개발
97,972(10.31%)

세출

수송 및 교통
63,441(6.68%)

환경보호
44,892(4.73%)

산업·중소기업
35,181(3.70%)

세대·인구

행정구역

2017.12.31.기준

2018.1.2.기준

■ 세대 : 73,816세대

■ 행정구역 : 1읍 13면 10동(273리, 309통, 3,258반)

■ 인구 : 166,272명

■ 행정기구 : 3국 1단, 4실 28과, 2직속, 8사업소,
24읍면동, 의회사무국

농림해양수산
136,365(14.36%)

보건
17,280(1.80%)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공기업 92,300

기 타 40,000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 의료급여
사업
기금

29,700

62,600

14,066

■ 공 무 원 : 1,337명(본청 643, 직속 170, 사업소 131,
읍면동 373, 의회 20)

지방교부세
473,247(49.83%)

조정교부금 등
23,185(2.44%)

사회복지
230,669(24.29%)

3,100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도시
개발

미집행
대지보상

주택
사업

농공
지구조성
및 관리

치수
사업

도시
교통
사업

730

5,606

64

303

3,412

602

827

6,630

경북
발전소 댐주변
바이오
주변
지역
산업단지 지역지원 지원
1,888

52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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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회현황

의회보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동시 의회현황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0호)

1991. 3. 26.

기초의회 의원선거(종전 안동시 19명, 안동군 14명)

>>

1991. 4. 15.

제1대 안동시·군의회 개원

>>

1995. 1. 5.

통합 안동시의회 개원

>>

1995. 7. 13.

제2대 안동시의회 개원(32개 선거구 34명)

>>

1998. 7. 14.

제3대 안동시의회 개원(24개 선거구 24명)

>>

2002. 7. 8.

제4대 안동시의회 개원(23개 선거구 23명)

>>

2006. 7. 10.

제5대 안동시의회 개원(6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

남자 16명, 여자 2명

1990. 12. 31.

>>

의원현황
18명

의회조직도

>>

연혁

2010. 7. 10.

제6대 안동시의회 개원(8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2014. 7. 7.

제7대 안동시의회 개원(8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8

7
18

2
40대

50대

1

60대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단위 : 명]

30대

장

부 의 장

연령별

계

의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총
무
위
원
회

70대

당선 횟수별

의

의

정

사

팀

팀

의
안
홍
보
팀

[단위 : 명]

6

6

재선

초선

18
1

1

1

7선

6선

5선

2

1
[단위 : 명]

계

4선

3선

직업별
18

[단위 : 명]

6

6

5
1

계

농업

축산업

자영업

기업인

건설업

기타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비고

21

1

2

5

9

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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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후반기 의원현황

의회보

성숙한 의정활동과
열린의회를 지향합니다

라
라

제7대 후반기 의원현황

도산면

녹전면

가

라
북후면

가

나

다

선거구

선거구

선거구

북후·서후면·송하동

옥동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가

와룡면

서후면

다

예안면

라

라
풍산읍

다

임동면

다
풍천면
김성진

정훈선

권남희

김은한

권기탁

마

마

남선면

임하면

남후면

김백현

다

라

일직면

라

마

바

선거구

선거구

선거구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남선·임하면·강남동

용상동

길안면

사
안기동
권기익

이재갑

김한규

이상근

권광택

김호석

아

가
송하동

사

아

선거구

선거구

태화·평화·안기동

비례
대표

나

명륜동

사
아
사

중구·명륜·서구동

옥동

아

평화동

태화동

서
구
동

중구동

마
강남동

김대일

손광영

김경도

김수현

남윤찬

이영자

바
용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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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후반기 기구표

의회보

성숙한 의정활동과
열린의회를 지향합니다

제7대 후반기 기구표

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장 김성진

부의장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6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정훈선
권남희
손광영
김수현
김경도
이상근

총무위원회(8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권광택
김경도
손광영
권기익
김수현
김은한
권남희
이영자

의장

부의장

김성진

김대일

가(북후·서후면·송하동)

사 (태화·평화·안기동)

산업건설위원회(9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권기탁
김호석
이재갑
김백현
김은한
김대일
정훈선
이상근
남윤찬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정훈선

권광택

산업건설위원장

권기탁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바 (용상동)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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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후반기 기구표

의회보

의회운영
위원회

총무
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위원

손광영

사 (태화·평화·안기동)

위원

김수현

아 (중구·명륜·서구동)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장

나 (옥동)

위원

김경도

아 (중구·명륜·서구동)

권광택

바 (용상동)

위원

이상근

마 (남선·임하면·강남동)

위원

손광영

사 (태화·평화·안기동)

위원

권남희

나 (옥동)

소관부서 및 사무

위원

권기익

라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위원

부위원장

김경도

아 (중구·명륜·서구동)

위원

김수현

아 (중구·명륜·서구동)

위원

김은한

나 (옥동)

이영자

비례대표

소관부서 및 사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체육새마을과,

관한 사항 심사처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도시재생전략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업무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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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후반기 기구표

의회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위원

이재갑

라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위원

정훈선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위원

김백현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위원

이상근

마 (남선·임하면·강남동)

부위원장

의정활동
화보

김호석

2016. 7. 1. ~ 2018. 6. 30.

바 (용상동)

위원

김은한

나 (옥동)

위원

위원

김대일

사 (태화·평화·안기동)

남윤찬

비례대표

소관부서 및 사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
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심사처리

•제 7대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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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본회의장

│광명시·안동시 농산물 직판행사

│광명시의회 방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방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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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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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전체간담회

| 총무위원회 |

│안동역사 현장방문

│보건소 현장방문

│강남어린이 도서관 신축현장 방문

│안동충의역사체험장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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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 산업건설위원회 |

│북부지역 무·배추 출하센터 현장방문

│니껴바이오 현장방문

│옹천역사 현장방문

│수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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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 의원전체 현장방문 |

│용상취수장 현장방문

│2017 김장담가주기 행사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장 현장방문

│수도사업소 취수장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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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농촌사랑연구회

│안동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문화관광정책연구회

│안동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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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송현초등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길주중학교

│풍천중학교

│안동지역 고등학생 의회 탐방

│안동지역 고등학생 의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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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의회보

의원별
화보

│안동사과명성알리기

•김성진 의장
•김대일 부의장
•정훈선 의회운영위원장
•권광택 총무위원장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
•권남희, 김은한, 김백현, 권기익, 이재갑,
│안동터미널 공영주차장 준공식

김한규, 이상근, 김호석, 손광영, 김경도,
김수현, 남윤찬, 이영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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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김 성 진 의장

김 대 일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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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정 훈 선 의회운영위원장

권 광 택 총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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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권 기 탁 산업건설위원장

권 남 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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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김 은 한 의원

김 백 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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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권 기 익 의원

이 재 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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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김 한 규 의원

이 상 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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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김 호 석 의원

손 광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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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김경도

의원

김 수 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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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의회보

남윤찬

의원

이 영 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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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의회보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

영호루

의원제언

오래전부터 안동의 영호루는 경남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진주의 촉석루(矗石樓), 전북 남원의 광한루(廣寒樓)와
함께 한수(漢水)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불리어져 왔다. 창건에 관한 문헌이 없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건립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천여년 동안 그 이름이 전통의 웅부안동(雄府安東)과 함께 하고 있다.
영가지(永嘉誌)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恭愍王) 10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왕이 이 곳 복주(福州)로 백관을
거느리고 피난하였다고 한다.
왕은 피난중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자주 남문밖에 우뚝 서 있는 영호루를 찾았고, 때로는 누각 밑
강물에 배를 띄우기도 하였으며, 사장에서 활쏘기경기도 하였다고 한다. 난리가 평정되어 환궁한 왕은 복주를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영호루를 잊지 못하여 친필로 한 映湖樓 3자가 쓰인 금자현판(金子懸板)을
보내어 누각에 달게 하였다고 한다. 그후 조선중기 명종(明宗) 2년 (1547년)의 대수(大水)로 누각은
유실(流失)되었으나 현판만은 김해(金海)까지 떠내려가서 발견되어 6년후인 1552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안한준(安漢俊)이 중창(重創)하였으며, 영조(英祖) 51년(1775년)에 다시 홍수로 유실되어 부사 신맹빈(申孟彬)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안동시 강남로 187-5

•김은한 의원
: 8년의 의정활동 경험과 아쉬움,
8대 의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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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언

의회보

문화 관광도시란 허울 속에 시민들은 결국 “도청래불사도청”과 아울러 결국
철새처럼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만 남겨두고 안동을 떠나게 되는 냉엄한 현실을

8년의 의정활동 경험과 아쉬움,
8대 의회에 거는 기대

8대 의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
입장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17년, 2018년 예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연말

김 은 한 의원

계획보고서와 연초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주요업무를 세심히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회의록, 결산검사
보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시장의 공약사항과 예산흐름이 진행형 인지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8대 지방의회 서막을

새로운 공약들이 실현가능한지도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본인

지켜보면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6·7대 시의원을 지낸 저는 이 기고문에서

지역구 공약과 타 후보 및 시장 공약의 최대공약수를 전문의원들께 요약

회고와 반성, 그리고 8년간의 의정활동경험과 아쉬웠던 사연들을 담아보려고

정리해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힘찬 열정과 함께 시민을 위한 멋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8대의원님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2. 도청유치의 기본정신을 재정립하여 신도청과 안동~예천이 통합하는 30만
번영시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서없이 졸필을 기고함을 이해하시고 비익조(比翼鳥)와 연리지(連理枝)

3. 방만하게 운영, 관리만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을 재점검, 파악하시길

처럼 출마의 변과 공약은 물론 의정활동의 계획 등 初心을 잃지 않고 지방정부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가산온천을 조기매각하고 단호샌드파크, 하아

살림살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파크, 계명산 자연휴양림시설은 민간기업에 위탁경영시켜 인력과

작금의 안동의 정치와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기초지방의원을 정당공천으로
선출한지 벌써 4번째,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구·경북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투표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의 세력 하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의원까지 배출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여론
조사, 당헌 당규를 통해 선출했다고는 하나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관변단체의 장과 공무원의 인사에 자천 타천으로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구실로 간섭과 개입을 넘어 대립과 반목 그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특정정당이나 개인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습

운영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선심성 축제·행사성 예산의 자부담비율을 정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시민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탈문화예술연맹은 반드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6. 인구가 줄어드는 구도심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복개천을 해체하는 대형
토목공사는 국비를 투입하고 반드시 지방대학이 용역에 참여하는 등
시민공청회를 의회가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10개 시·군 에너지종합타운 BTO사업과 도청 내
주차장매입은 의회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니다. 지방의원의 본연의 권한과 의무는 사라지고 거수기가 되어 상임위와 예결

8. 대중교통의 유가보조금, 오·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의 구조조정과 행복

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이튿날 찬성으로 돌변하는 사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택시 운영은 향후 상황에 맞게 개선되면 농촌주민과 택시 버스 모두가

하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인구는 줄어들어 지방소멸시대가 오고 있는데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 미래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오락가락하는 각종 정책들이

그 외도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기고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사태, 사드배치, 수능개편, 아동수당,

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방의 살림살이에 소견을 보태는 등 교량적 역할을

유치원 영어수업폐지, 가상화폐,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충실히 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은 끝없이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더욱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위원회

미만의 재정자립도에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급여도 감당키 어려운 지방정부의

등을 구성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안동시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

현실입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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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건축의 백미

병산서원

특별기고

본래 이 서원의 전신은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豊岳書堂)으로 고려 때부터 사림의 교육기관이었다.
1572년(선조5)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이 지금의 병산으로 옮긴 것이다.
1607년 서애가 타계하자 정경세(鄭經世) 등 지방 유림의 공의로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1613년(광해군5)에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20년(광해군12)에 유림의 공론에 따라 퇴계 선생을 모시는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위패를 옮기게 되었다. 그
뒤 1629년(인조9)에 별도의 위패를 마련하여 존덕사에 모셨으며, 그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袗)을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배향하였다. 1863년(철종14)에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에도 훼철(毁撤)되지 않고 보호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보수가 행해졌으며 강당은 1921년에,
사당은 1937년 각각 다시 지어졌다. 매년 3월 초정일과 9월 초정일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다.
사적 제 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애 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 3,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최민수 충남대학교 특임교수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김상우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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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하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법규범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입법평가란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최 민 수 충남대학교 특임교수

법규범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미흡한 사항, 충돌하는 모든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용을 의미한다.

2.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가.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들어가는 말

경기도에서는 2014년 7월에 조례입법의 사후평가를 위한 「경기도 자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정한 정책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제정

법규범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졸속 입법, 선심성 및 민원성

되거나 전부 개정한 조례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후에 입법영향분석을

입법, 정치적 대응 입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법규범의 효과성, 수용성,

하게 된다.

규범성의 약화에 따른 입법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조례 등 법규범은 일정한 목표와 효과를

법규범 입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①입법이 의도한 효과나 결과를

예측하고 입법한다. 입법과정에서 법규범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물론 지역 주민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②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민들의 수용성, 시행 가능성 등을 나름대로 검토한다.

경우, ③일부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그러나 입법 후 시행한 결과는 예측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④법규범 시행에 과다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

등이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나 시행 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는 법안비용추계, 규제영향

평가하는 제도적 과정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등 일부

등을 통해 국민이나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법관련 평가제도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고 제도화가 되어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 이후에 그동안 많은 조례가 제정되었다. 일부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입법평가 제도를 모든

따라서 입법의 필요성, 내용적 타당성 등 입법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자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법규범이 국민·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지방정부)의 재정,

필요성, 평가기준 및 방법, 입법평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나. 입법평가의 기능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평가기준

1. 입법평가란 무엇인가
입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이나 집행, 사회적 갈등 조정,
규제조치 등을 위해 법령, 조례 등 법규범을 형성하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는
정립하는 법규범의 입법목표의 달성은 물론 개별적 이익과 전체적인 이익과의
조정, 입법목표 간의 충돌조정, 법규범의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입법평가의 목적은 법규범의 영향을 평가하여 보다 ‘좋은 법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규범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평가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입법을 방지하고 불확실한 영향
등을 감소시켜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그러나 실제 법규범 시행 시에는 입법과정에서 예측하고 검토한 효과가

법규범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어 당해 법규범에 대한 국민들의

낮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부작용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자발적인 수용도를 높이고, 그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인 국회나 지방의회는 법규범의 실효성과

이와 더불어 입법에 대한 평가·분석·환류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평가하고, 실효적이지 않은 법규범은 개폐하며, 비효율적인 법규범은

입법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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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평가의 종류

평가기준은 대기준, 중기준, 소기준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으로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입법과정의 단계별로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즉,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의 대기준으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사전평가인 ‘사전적 입법평가’, 중간평가인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평가인

효율성과 효과성(비용과 편익, 효과 포함), 법규범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눌 수 있다.

법규범 적합성(일관성, 통일성, 명확성, 이해가능성 등 포함), 입법의 성별·기업·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특정한 계층 또는 부문, 지역에 특혜여부 등 형평성,
입법의 실효성(집행가능성 및 준수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가. 사전적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는 입법의 필요성 여부, 대안적인 입법의 개발 가능성, 복수

나. 평가기준의 평가방법

대안의 비교·평가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
평가는 입안단계에서 입법적 대안을 사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법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 할 것

불확실성과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진다. 사전적 입법평가에서는

인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평가기준이라도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영향 및 경제성, 입법의 효과성과 효율성, 집행가능성,

평가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을

법적 적합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등이 주요평가 대상이 된다.

정립할 때에는 가능한 평가방법도 기술해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평가방법은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규범의 내용이 정책개발과 시행, 사회갈등 조정, 일정한 규제

나. 병행적 입법평가

정립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병행적 입법평가는 사전적 평가로 도출된 최적의 입법대안을 법규범 형식에

그래서 대부분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합치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는 법규범 내용의 법규범
형식에 부합 여부, 상위 법규범 위반 여부,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충돌 여부

일반적으로 평가방법은 법규범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효용 가치

등 입법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규범의 일관성과

분석,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소요비용분석(인건비 및 이행 비용 등) 및

통일성, 명확성, 체계성, 이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게 된다.

비용편익 분석, 재정영향 분석, 준수가능성 분석, 이해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 전문가 판단에 의한 분석 등이 활용될 것이다.

다. 사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규범이 시행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규범의 목적
달성 여부, 효과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Ⅲ. 입법평가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다. 사후적 평가는 ①현행 법규범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②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③현행 법규범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이고 과다한

사례

1.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입법체계인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단편적으로 입법과정에서는 법안비용추계,

것이 아닌가, ④법규범이 준수 가능한 것인가, ⑤법규범의 개정이나 폐지의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입법예고 및

필요가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의 심의

사후적 평가에서는 법규범의 목표달성도, 실효성, 소요비용, 비용편익,
수용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검토·평가 기준이 되게 된다.

과정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전적 평가, 병행적 평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제도적 평가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한계가 있다.

4.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
가. 입법평가 기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평가의 정확성은 물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평가기준은 사전평가, 병행적 평가, 사후평가 등 평가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평가의 실시목적, 개별 법규범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달리하거나 일부 평가기준은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국의 입법(국가 입법)평가 사례
외국에서의 입법평가 사례는 영국을 비롯한 대륙법계통의 국가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부터 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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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영향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부터

3. 평가단계(어느 단계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

정책개발, 대안선택, 공적인 협의, 정책 결정 및 시행 이후의 평가에 까지 전단계

입법평가는 단계별로 사전적 평가, 병행적 평가, 사후적 평가로 구분할 수

에서 평가한다. 따라서 입법영향평가는 정책개발단계, 대안 선택단계, 협의단계,

있다. 사전적 평가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이나 대안적 입법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종 제안단계, 제정 단계,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자칫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의 입법제안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스위스에서는 사전적 평가와 병행적 평가를 통합하여 사전-사후 입법 평가

그리고 병행적 평가는 현재 위원회,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후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적

검토보고, 공청회,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평가, 병행적 평가, 사후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사전-병행-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입법평가 대상은 사후적 단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사후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병행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사전, 사후 입법형향분석을 한다.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 모두 일정한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한다.

Ⅳ. 입법평가의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1.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가 필요 한가

4. 평가자(누가 평가 할 것인가)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조례가 제정·

입법평가는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누가 검토

개정되었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 제도적인 지원이나 근거자료가 미흡한 수준

하여 평가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핵심은 전문성과 객관성이다.

에서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나 경쟁적인 조례안 발의로

또한 일반적으로 평가는 평가대상인 사항(조례)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졸속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추계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 등을

평가자는 ①전문용역 기관, ②지방의회 내 전담조직 구축, ③외부 전문가로

하고 있으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 심사과정인 전문 위원의

구성되는 위원회(실무는 지방의회 사무국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중에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나, 이 역시 전문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판단에 맡겨져 있고 일정한 평가기준이 없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소요된다. 이 방안은 중요한 조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그리고 지방의회 내 전담 조직를 구성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제도를 갖추고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의회 내의 조직이 평가를 하게 되어 객관성이 낮아질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의회 내 사무국(과)에서 평가실무를 지원할 수

2. 평가대상 조례의 대상범위
조례는 법령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의무조례가 있고, 소관 업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임의조례가 있다. 의무조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더라도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지방의회 직원인 전문위원이 실시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가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임의조례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의회에서는
조례 중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입법평가의 핵심은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精緻)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입법평가는 일정한 기준

그리고 조례안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입안을 한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및 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검토해야

조례안의 경우 입안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하다. 단체장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을 어떤 항목으로, 어떤 수준으로

조례안도 자체 조직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이 달려있다.

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개정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입법평가 대상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나 단체장이 제출하는 모든 조례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은 대기준·중기준·소기준으로 나누어서 체계적 이고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평가, 병행적 평가, 사후평가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기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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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평가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정책과 사회현상을 그

있는 현행 조례를 보완(개정)하거나, 폐지 등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량적인 평가와 가중치 부여방법 등을 주로 활용하되,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하게 제정된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평가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정성적인 평가도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있는 척도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입법평가의 핵심은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精

예를 들어, 목적 달성도를 평가한다고 할 때, ①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緻)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②일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③보통이다. ④많은 부분에 대해 목적을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면 입법평가가 오히려 혼란만 발생하게 될 우려가

달성했다. ⑤입법의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달성했다는 형식의 척도 표기 방법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가한 조례에 대해 평가 받은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실시하고 실태를 고려하고, 평가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는 3개 대(大) 지표와 10개

입법평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 (小)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는 6개 대(大) 지표와 17개
소 (小)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 입법평가 결과 활용(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법평가는 어떤 단계에서 평가 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방법이 다르다.
사전적 평가는 입법의 필요성이나 대안적인 입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병행적 평가는 지방의회 위원회, 본회의 심사단계 입법의 내용을 보완,
즉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사후적 평가는 해당 조례의 개정하고
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사전적 평가는 조례 입안자인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병행적 평가는 조례 심사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통보하고, 사후적 평가는 조례 입안자인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
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위원회도 현행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해당 조례를 발의 또는 제출한
의원,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위원회
(입법영향분석을 한 위원회)에서는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성수. 견진만. 김봉철, “입법평가에 있어서 양적. 질적 접근방법의 통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Ⅴ. 맺는 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하였다.

•강현철, “입법평가의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조례 대부분은 그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없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김수용,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아닐 것이다. 근거자료가 미흡한 수준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김대희 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나 경쟁적인 조례안 발의로 졸속입법이 이루어지기도

•박영도. 장병일, “입법평가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최민수, “자치법규 길라잡이”,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 2018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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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 더욱이 55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뉴 시니어’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의 고용률은 70%에 육박하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꽤 상위권으로

김 상 우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은퇴 세대가 됐지만, 이들은 삶의 만족도도 노인 세대에 비해 높고, 건강과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711만 명(전체 인구의 14.3%)은 어느덧

은퇴 후 삶에 대해 ‘실천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질적인 서비스를 고려하는 노년층의 증가와 질 높은 서비스의 욕구에 따라
금융, 여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면서 특화된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소비재가 필요해짐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이를

Ⅰ.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의
필요성

1-1 고령친화산업의 의의

충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이래로 보편화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령
친화라는 용어는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정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자원부, 2005)
최근에는 고령친화와 산업이라는 용어를 합성하여 기존의 ‘실버산업’을
대체하는 용어로 ‘고령친화산업’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용어는
국가, 연구자,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먼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
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그림 1> 고령인구 증가
*자료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 보고서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2) 가족구조와 기능변화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생산·공급·

노인들의 독립된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에 전적으로

판매·유통하여 공익에 증진하는 산업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요

의존하던 과거에 비해 자발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층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
1) 고령인구의 증가
고령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의 촉발로,
이에 상응하는 소비패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인 657만 명으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 가구이며,
그 가운데 3분이 1이 고령자 1인가구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12.9%에서
2030년에는 그 2배인 24.3%에 이를 것이며,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부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때마침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친화산업 시장도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 활성화에

<그림 2> 가족구조의 변화
*자료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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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한 노년층의 경제적 능력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증가하면서 소비의 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Ⅱ.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동향

2-1.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제도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2006년

고령친화산업

경제력을 갖춘 노년층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 주택구입, 저축, 연금

진흥법을 제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과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등을 활용해 왔고 이들 중 약 80% 정도의 노인은 주택, 통장, 연금증서 등의

마련하였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인구고령화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및
산업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호법(장애인보장급여)」 등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고령친화산업 관계법률 및 내용
구분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그림 3> 노인들의 고용의향

주요내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법 제19조)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국가 및 지자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진흥법

수립, 시행

노인장기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요양보험법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국민건강보호법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일하는 노인”, 2017. 04.

1-3. 고령친화산업 전망 및 육성 필요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이 최근 내놓은 ‘유망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고령친화산업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에서 정의한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매년 평균 13.0%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해당되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여가·

지원육성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금융·주거용품 등 9개 고령친화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 2241억 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주요

에서 2015년에 67조 9281억 원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2020년에는 124조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9825억 원으로 또 2배 가량 커질 전망이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은 고용유발 효과도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근거로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1.4명으로,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산업평균인 8.6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이 커질수록 일자리

기본법 제19조에서 언급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되었으며,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은 산업 특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존하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특성을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려할 때, 안동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이 요청된다. 나아가 노인문제

2-2.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동향

(빈곤, 질병, 소외, 고독) 해결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1)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동향

걸친 안동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의 출발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에 기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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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노인 의료비지급제도 실시.(만 70세 이상 노인 대상)

수는 매년 노인 천 명당 35~40개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서비스,

- 1983년, 노인보건법 성립.(노인의료무료화폐지)

제품과 용품, 건강서비스, 스포츠, 문화오락, 금융서비스, 관광 등 노인관련 산업

- 1986년 노인보건시설 창설.(의료원조 및 일상서비스 제공)

및 양로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로기관의무실기본표준(養

-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책정.
- 1990년,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8개의 복지관련법 개정.

老机构医务室基本标准) 및 양로기관보건소기본표준(老机构护理站基本标准)

(2014) 57호 시범 시행 발표하였는데(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15) 14.10.31.),

- 주 목표는 재가복지추진을 위한 재가서비스 규정.

양로기관 환자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보건소는 양로기관 내에

- 1994년, 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신골드 플랜 책정.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의 신체상태 및 간호를 고려해 건축 설계 시 비장애물을

- 1996년, 개호보험법안 제출.

설치하도록 하여 양로원에서 노인의 병이 악화 시,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송해

- 1997년, 개호보험법 성립.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정책현황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진행되었으며, 장수국가의

구분

정책현황

명성에 맞게 주거·여가·생활·의료 등의 산업이 발달되었는데, 일본은 1995년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진행되었으며, 장수 국가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령사회대책의 추진으로 고령친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일본의 실버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명성에 맞게 주거, 여가, 생활, 의료 등의 산업이 발달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으로 고령친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품질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보건의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제고, 고령자들에 대한 접근성

진입하고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나 고령층의 비율

제고 등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형성 과정에

증대와 함께 실버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1990년 33조엔에서 2030년에는

서도 보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

약 77조엔 규모로 성장 예상된다.
미국

2) 미국의 고령친화산업 동향

•미국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정책은 주로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재활공학, 보조
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
•미국은 고령화 대응 및 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공중보건법

미국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에 있어서 보건의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Public Health Service Act) 제9조(Title IX)의 수정법인

삶의 질 제고, 고령자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t of 1999”안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보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서 건강관리 향상 연구 등의 문제를 언급

분야의 관련자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정책은

•중국은 1996년, 노령자권익 보장법을 시작으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의 합법

주로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재활공학, 보조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하여 2000년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세부 분야 산업에 대한 정책 추진은 주로 국립 보건원(NIH)과 노인청(AOA),

제10차 5개년계획이 발표되며 노령산업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공공

국립장애재활연구원(NIDRR)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고령화 대응

중국

부문을 중심으로 기초적 서비스 실시
•중국은 성장 초기에 노령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참여를 통한

및 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

효율화를 추구(2010년 중국노령 산업 협회 가정식으로 설립되며, 중국 노령

9조(Title IX)의 수정법인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t of 1999” 안에서

산업이 성장기에 도입)

고령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강관리 향상 연구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노인분야
연구는 AOA(Administration on Aging)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각 대학에 소속된

2-3.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사례

민간 연구소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1) 고령자 특화 여행프로그램(스페인)
유럽연합(EU)은 고령자의 참여를 통한 고령자 여행프로그램이 향후

3)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동향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파악하고, 고령자 여행프로그램이 유럽연합의 직업

노인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의료 및 간호서비스, 심적인 위로, 긴급구조 등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해 기능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노인여행

양로서비스를 모든 주거노인들을 상대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시설서비스의 침상

(Europe Senior Tourism)은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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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2009년 시작되었으며, 유럽 노인들의

3) 아미실업의 MS헬스케어(부산)
아미실업(대표 류실근·부산 사하구)은 고령자에 맞도록 인체공학적 으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한 활기찬 노년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16개국 14만 유럽

설계된 관절 보조기를 생산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12개국에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는데, 아미실업 제품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병원용품과 스포츠용품

스페인 정부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개발된 것으로서, 식도락, 자연, 레저, 문화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계획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출발지, 여행기간, 평소의 관심(문화, 스포츠, 자연, 건강, 축제, 쇼핑),
받고 싶은 서비스, 알고 싶은 여행지 정보(박물관과 유물, 축제, 레스토랑, 날씨
등)를 입력하면 나의 여행계획이 이메일로 서비스된다.

2) 노인을 위한 혁신적 이동수단(프랑스 리옹)
도시에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그림 5> 고령친화산업 성공사례, 부산, 아미실업의 MS헬스케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발생하는데 프랑스 리옹(Lyon)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4) 씹기 편하고 소화 잘되는 실버푸드(국내 기업들)

위하여 “인력거(Cyclopousse)” 서비스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버푸드는 단순히 고령자에게 좋은 건강식품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힘든 고령자를 위해 음식물을 곱게 갈거나 점도를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건강·기능·기호식품이다
아워홈은 고령자맞춤형식단을 연구하고 서비스하는 ‘사랑과 선행’과 고령
친화식품 개발 및 발전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비교적 낙후된
고령자전문급식 서비스를 확대하며 식자재 유통서비스시장에서의 신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한돈농가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돈활용 등심스테이크, 포크웰링턴, 한돈샐러드 등 메뉴를 출시하였다. 현대

<그림 4> 고령친화산업 성공사례, 프랑스 리옹, 노인을 위한 이동수단

그린푸드는 뼈째 먹는 생선 8종을 시범 생산해 중앙보훈병원 등에서 병원 환자
식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인력거의 외형을 보면 간단한 보호용 차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삼륜 자전거 형태로, 운전자를 제외하면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노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서비스는 공공·민간 연합체인 Association
Residences et Foyers(AREFO)라는 단체가 리옹지역과 파트너쉽을 맺고

Ⅲ. 지역민 수요조사

3-1.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진행하는 것인데, 500미터에서 1.5킬로미터 정도의 근거리 목적지까지 훈련받은

본 조사는 이 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전자들이 운행을 할 수 있다. 재가요양(home health) 대상자는 무료이지만,

경상북도 내 관련 기업체와 연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웹페이지형 설문지를

일반 이용자는 가입자 1.9유로, 비가입자 3.8유로의 비용을 받으며, 인력거의

이용하여 이메일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도시정책경영연구원, 2018)

특성상 매우 밀착된 관계 형성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효응답자는 152명이었으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기법(빈도 및 평균값)을 적용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의미가 있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은 남성 107명(70.4%), 여성 45명(29.6%)으로

중의 하나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는 노동시장의 고용 효과(인력거

구성되었으며,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대 26명(17.1%), 30대 47명(30.9%), 40대

운전자 고용)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 인력거 내 광고물

45명(29.6%)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34명(22.3%)이 차지하여 전 연령층이

부착 등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을 뿐만

적절히 분포되었으며,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특성은 가장 많은 응답자의 학력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까지도 기대 할 수 있다.

대졸자 71명(46.7%), 그 다음은 석·박사가 59명(38.8%), 마지막으로 고졸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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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4.5%)이 응답하였다.

지역 내 필요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요양
(시설지원, 재가요양, 예방지원서비스)등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3-2 주요 조사 결과

(스포츠, 문화, 관광/레저)가 16.9%, 식품(특수의료용도, 전통식품, 발효식품)이

1) 지역의 고령화 심각성 정도

16.7%로 확인되었다.

경북지역의 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안동이 위치하고 있는 신도청권역(안동, 영주, 봉화, 예천, 의성)의 고령 친화

심각함’이 25.0%, ‘매우 심각함’이 57.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들의

산업 육성 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5점 리커트척도(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5:매우

82.9%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절함)로 확인한 결과, 요양이 평균 3.70, 식품(특수의료용도, 대사성의약품,
순환계용약 등)이 3.63, 의료기기가 3.4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안동(신도청권역)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
구분

평균

요양(시설지원, 재가요양, 예방지원서비스)

3.70

.934

의료기기(치과분야, 재활분야, 진단분야, 치료분야)

3.45

.912

용품(개인건강.의료용품, 가사용품 등)

3.26

.818

여가(스포츠, 문화, 관광/레저)

3.29

.911

금융(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2.92

.714

주거(주택 개보수, 고령자 주택공급)

3.28

.870

식품(특수의료용도, 전통식품, 발효식품)

3.63

.995

중심으로 신도청권역(안동, 영주, 봉화, 예천, 의성)이 ‘조금 심각함’이 42.8%, ‘

의약품(신경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순환계용약 등)

3.34

1.010

매우 심각함’이 38.8%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한 응답자가 81.6%로 매우

화장품(기초제품류, 색조제품류, 바디제품류, 헤어케어류)

2.87

.811

<그림 6> 경북지역 고령화 심각성 정도

추가적으로 경북지역 내 각 권역별 심각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안동을

표준편차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다른 권역(동부권, 대구권, 중부권)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에게 안동(신도청권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고령친화
산업으로 요양과 식품 관련 산업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지자체의

2)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필요성

육성의지가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영환경/시장여건이
19.0%로 확인되었고, 또한 기후 등 자연자원, 물적자원, 인프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고령친화산업 선정이유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안동(신도청권역)은
요양, 식품, 의약품관련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신도청권역에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이유
구분

<그림 7>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필요성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매우

N

퍼센트

기후 등 자연자원

52

17.3%

물적자원

49

16.3%

인적잠재력

31

10.3%

해당 지자체 육성의지

59

19.7%

경영환경/시장여건

57

19.0%

인프라

45

15.0%

필요함’은 65.8%, ‘필요함’은 23.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기타

7

2.3%

의견이 88.8%로 나타났다.

합계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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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령친화산업의 육성목표

Ⅴ. 결론

안동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비전을 달성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국가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분야(예/ 식품, 의약품)를 선정하고 앞서 제시한

산업적 측면, 지역 경제적 측면, 지역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육성목표를 살펴 본다.

3대 전략과제를 수행하되 관·산·학 연계를 통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을

먼저, 국가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수용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및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강화, 인력 수급체계 확보,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지역경제적 측면으로는 비교우위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소득, 일자리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령친화산업 선도 지역으로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둔다.

1) 일자리 창출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제조업
생산성의 향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업 성장률로 인해 우리 경제의

4-2. 전략적 과제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은 기계화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고령친화산업 전문단지 구축,

통한 대량 생산과정을 따르기보다는 주문 또는 수요자 맞춤형 생산이 주를 이루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제도적 여건 조성, 연계협력 활성화와 중앙부처

재화와 돌봄 서비스 등 고용 밀착형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연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3대 전략과제별로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은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로 아래와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소규모 생산과 고용 밀착형 특성은 점차 늘고 있는 무직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후생증진과 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1) 전략 1: 고령친화산업 전문단지 구축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요양, 식품, 의약품)
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전문단지를 구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 지역 연고산업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지역의 산업기반 및 계획/추진 중인 산업정책, 사업과 연계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육성 산업 품목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권역 내 특산물을

제공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 또한 특화 분야의 클러스터 육성으로

이용한 연고산업의 발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

타 지자체와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리스크를 감소한다.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의약품 등은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2) 전략 2: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제도적 여건 조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되어갈 것이다.

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3)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
3) 전략 3: 연계협력 활성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
일차적으로 신도청권역 내 시, 군간, 혁신기관 간 공간적, 기능적 연계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타 광역권과
교류, 협력으로 혁신역량을 보완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의
여건을 조성한다.

고령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 등의 개발을 통해 고령자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복지의 제일 첫 번째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효과를 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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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 안동대도호부, 안동관찰부(1895, 경상도 동북부 17개 군 관할)
1896. 8. 4 : 안동군(지방제도 개편 시 23개 관찰부 폐지)

安東이란 지명을 찾아서
김 자 현 (전)한국국학진흥원 사무국장

감천면은 예천군에 내성면·춘양면·소천면·재산면은
봉화군에 각각편입
1963. 1. 1 :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 안동시와 안동군으로 분리
1995. 1. 1 : 안동시(안동시·안동군 통합)
2014.12. 4 : 경북도청 신청사 첫 입주
2016. 2.20 : 경북도청이 완전 이전하여 지금에 이른다

安東이란 지명은 고려 태조 13년(930년)에 당시 고창군 병산(甁山, 지금의

아래 내용들은 안동이란 지명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현지 방문조사 없이

와야천 : 와룡에서 보조댐으로 흘러 내리는 하천)에서 태조 왕건(王建)과 후백제

문헌, 기사,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이며 한자로 같은 자가 아닌, 한글로

견훤(甄萱)의 싸움에서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 등이 왕건을

안동이란 지역을 조사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도와 승리함으로 당시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하고 ‘안동’으로 명명 하였다.
안동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데 앞장서 온 동쪽에 있는 고장이라는 뜻으로
안어대동(安於大東)의 사자성어에 나오는 말이다. 공민왕은 1361년 홍건족의
난을 피하여 이곳까지 피난할 당시 고을 사람들이 정성껏 받들어 안동대도호부로

안동의 지명 (17개)
행정단위
시 단위

승격시키고 친필로 안동웅부(安東雄府)란 글씨를 하사하여 그 편액은 지금도
안동시청 현관에 걸려있다.

안동명칭
경북 안동시
중국 단동시(안동시)

사용지명
안동시

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리 단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안동리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안동마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안동마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안동마을
김해시 삼안동 안동마을
마을단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리 안동마을

자연부락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안동마을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안동마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안동마을
중국 길림성 왕청현 안동마을

<안동시청 현판>

안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길 단위

화순군 이양면 송정리 안동길

길

시장 단위

베트남 호치민시 안동시장

전통시장

비록, ‘安東’이란 단어가 한자로는 틀리긴 하나, 한글 발음으로 안동이란

선사시대 : BC 4만년(마애 선사유물 371점)

지역은 시, 리, 자연부락, 길, 시장단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7개중 국내 14개,

상고시대 : 창녕국 건국(염상도사 BC 57)

중국 2개, 베트남 1개가 있으며 시단위가 2, 리단위 4, 마을단위 자연부락 9,

삼국시대 : 고타야군 (505, 지증왕 6년)

길단위 1개를 확인했다.

통일신라 : 고창군(757, 경덕왕 16년)
고려시대 : 안동부(930, 태조13년), 영가·길주·복주, 안동대도호부(1362,
공민왕11년)

이 외에도 ‘안동골’이란 골짜기명과 ‘안동천’명을 사용하는 곳은 전국에 12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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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安東里)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안동마을

단양군 북일면(北一面) 지역으로 매포천(梅浦川)이 평동에서 매포리로

마을 지형이 기러기가 갈대를 물고 있는 형국이라 기러기 안(雁)字를 따서

흘러가는 안쪽이 되므로 안동이라 하였는데 단양의 북일면 사무소가 있었으나

안골이라 불렀고, 옛 흥양현 지도와 일제시대때의 지명을 보면 內洞으로 되어 있어

없어졌고 터만 남았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안동리라 해서 매포면에

안내(內) 字의 ‘안’이 雁字로 바뀐것이며,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므로 일제시대때

편입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매포면의 매포읍 승격으로 매포읍 지역이 되었다.

雁洞이라 개칭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안동리에는 안동길과 안동마을, 안동들, 안동삼거리, 안동굴(안동마을과
하시리 생선바위 사이에 있는 중앙선 기찻굴), 안동고개(굴 앞들에서 어상천

안남리에는 임해체험 학습야영장이 있으며, 마을 남쪽은 남해바다 득량만에
접한다. 안동마을과 안동노인당이 있다.

방향으로 가는 고갯길)가 있다. 마을 가까이 도담역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마을내 단양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있으며, 중앙선 철길과 매포천이 마을을
통과한다.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안동마을
원래 안골(內洞)이라 칭해왔으나, 약 300여년전 입향조인 정세주(丁世胄)의
子인 하 협(夏協)의 호를 雁洞이라고 한데서 연유 되었다고 하며, 마을의 地形이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安洞里)

기러기가 알을 품은 것 같다는 뜻에서 노옹수낙형국(老瓮垂釣形局) 즉, 늙은이가

조선 중엽에 강찬성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하며 지형이 남쪽으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으니, 해가 거듭할수록 고기바구니가 가득할 것이며,

향하고 있어 장차 이마을이 편온하고 부유한 마을이 되라는 뜻에서 안동 안골로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해서 마을 명을 안동(雁洞)이라 불러 오늘에

불렀다고 한다. 안동1리(86세대 182명) 안동2리(89세대 203명)로 구분된다.

이르고 있다. 길두리는 포두면 소재지로 안동마을과 안동회관, 안동중앙길이

마을내 안동삼거리, 안동교차로, 안동교, 안동1교, 안동1리 마을회관, 안동2

있다.

리 새마을회관, 안동양지교, 안동양지길, 안동음지길, 안동정류장이 있다. 마을내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와 국도4호선이 통과한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안동마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따라 안동 등 마을을 통합 외토리라 하였는데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安洞里)

삼가면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양천강의 물줄기에따라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은

안동리(安洞里)〔수실, 화곡, 안동태, 안동〕는 당초 해남군 군이면의 지역

들판을 끼고 있다. 행정리명이 安洞으로 되어 있다. 외토리에서는 제일 북쪽에

으로서, 수렁이 많으므로 수실, 또는 화곡이라 하며, 또는 안동(安洞) 부사가

있다. 안골 안동마을의 별칭이다. 토동에서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

살았으므로 안동태, 안동이라고도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안골로 불리우고 있다.

안동리라 해서 해남면(읍)에 편입되었다.
안동리에는 안동길, 안동교회, 안동리사무소, 안동육교, 안동경로당, 안동

마을내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터가 있으며 북산정과 기독교 청소년외토
수련원이 있으며, 안동마을과 안동경로당이 있다.

1저수지, 안동2저수지, 안동간이교차로가 있다. 마을가까이 해남군 농업기술
센터가 있으며 마을내 해남군수협이 있으며 마을 앞에는 땅끝대로(국도 18호선)
가 통과한다.

김해시 삼안동 안동마을
조선시대 활천면 마촌과 안촌 이었는데, 1947년도에 김해읍 안동으로
개칭되었다. 안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옛날 역마를 매던 곳이라 하여 말맛(馬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安洞里)
옛날 마을 앞 해안에 둑을 막고 마을을 이룰 당시에 풍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麻 또는 馬場의 뜻)이라 불리웠으며, 1914년 마마리(馬麻里)가 되었다가 마마의
이름이 천연두를 말하는 음(音)이 되므로 안동이라 개칭하였다.

이 마을의 산수가 수려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곳이 될 것이라 하여 안동이라

삼안동은 안동의 일반 공업지역과 삼방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부른다고 하며 둑의 안쪽이므로 편안 안(安)자를 따서 안동이라 한다. 안동리는

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안동 문암 소곡등 3개부락으로 형성되며 축두저수지가 소재하고 마을 앞에는

자족도시이다. 김해의 명산인 신어산이 삼안동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넓은들로 형성되어 있다. 안동리에는 안동길, 안동마을과, 안동정미소가 있다.

그 자락에 은하사, 동림사, 영구암, 천진암, 반야암 등 고대 유명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신어산 산림욕장과 함께 접하여 있는 은하사는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로서 관광객 및 등산객이 즐겨 찾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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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야랜드, 가야골프장, 가야하키장, 동부스포츠센터, 신어산 산악

김포시는 2035년 인구 68만 도시 밑그림으로 안동마을 등에 도시기반시설

자전거 코스 등 김해시가 자랑하는 레저스포츠 시설과 시립도서관, 공연장을

주거환경 도시경관계획을 마련 신도시를 만드는 (안)을 발표했다.

갖춘 칠암문화센터, 시민 여가활용과 문화창작활동의 장인 안동문화의집 등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물높이 용적률 등을 높이고 도로 등 기반

삼안동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해대학을 비롯한 9개의 초·중·고·대학교를 고루 갖춘 새로운 교육의

화순군 이양면 송정리 안동길

고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마을내 안동체육공원, 안동사거리 안동육거리,
안동경로당, 안동연립주택이 있다.

마을을 세분하여 안동네 바깥동네로 구분한다. 송정마을에는 안동길이 있다.

무안군 삼향읍 남악3리 안동마을

중국 단둥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된 곳으로 영산강변에 접하며 전남도청 이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 성에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는 1965년 이전에는

남악신도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동쪽으로는 영산강변에

안동(단둥, 安東)이라고 불렸다. 면적은 1만 5030㎢이다. 고대에는 안동이

접하여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서해안과 접하고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당나라의 고구려 정복후에는 안동도호부에 속했다가,

있어 수산물 생산과 밭작물 재배가 주 소득으로 목포시와 인접하여 근교농업이

발해가 건국된 이후 발해의 지배를 받았다. 청나라는 만주에서 한족의 정착을

발달하였으며, 마을내 안동교회, 안동교, 안동지역아동센터, 안동마을회관, 남악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1874년에 전면 해금을 단행했고 1876년에

3리 안동회관이 있다.

안동현이 신설되었다.

전남도청이 안동마을 인근에, 경북도청이 안동에 이전된 것은 우연이라고

안동항은 1903년 대외 개항, 압록강 수운의 발달에 의해 유역의 물자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안동의 지명과 어떠한 연관성이라도 있는 것일까?

집산지로서 발전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즉시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만주국은 1934년 안둥성을 신설, 안동현을 성도로 정했다. 1937년 안동현은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안동마을

안동시로 승격되었다. 이 시대에 많은 일본 기업이 안동에 진출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중국 공산당군이 접수하였고 한국 전쟁(1950~1953)때는

조선 성종때 안동김씨와 청도김씨가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의 병참 전선이 되었다.

마을의 위치가 평탄한 길옆에 있고 뒤에 자그마한 산이 있어서 [도산]마을 이라고
칭한다.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에 위치한 고창고인돌박물관에는 세계문화유산

2010년 8월 21일, 압록강 상류의 집중 호우 때문에 강이 범람해 5만명 이상이

고창 고인돌 탐방 코스가 있다. 마을내 안동회관, 도산경로당 안동길, 도산길이

대피했다. 압록강을 경계로 둥강시 지역과 북조선 평안북도 신도군의 비단섬이

있다. 마을 앞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가 있으며, 마을내 전북대학교 고창

서로 접하고 있으면서 경계를 이루고 서 조선만에 접해 있다.

캠퍼스, 고창 고인돌박물관, 도산리 지석묘, 김정회 고가, 고인돌 교차로가 있다.
우리 안동시에도 있는 같은 지명인 안동마을과 도산리가 한 마을내에 있고
고창군 또한 삼국시대(경덕왕) 안동의 옛 지명인 고창이어서 참 신기하다.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안동마을
고려 공민왕때 진주강씨, 동래정씨, 충주지씨 3성이 이주하여 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처음엔 산재된 세 부락을 합하여 안동과 화암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하여 내려오다가 다시합쳐 합리라고 불리어 오던 것이 1935년 화암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안동마을, 안동저수지, 안동길이 있다. 마을 앞에 국도 21
호선이 통과한다.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안동마을
풍곡3리 자연부락 명칭으로 안동마을정류장, 안동경로당이 있다. 최근

<중국단둥 압록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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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 인구는 241만명이다. 한족,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 조선족, 시버족 등
29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단둥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중 만주족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한다. 1965년 안둥시는 단둥 시로 개칭되었다.

멀리서나마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며 “내 고향이 안동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립안동대학교 안병렬 교수께서 연변 안동마을을 방문하고 불러본
시조체 노래를 소개한다. 교수께서 처음 다녀와서 대강 읊조리다. 두 번째 방문

베트남 호치민시 안동시장(安東市場 An Dong Market)
베트남 호치민시내(쩌렁지역)에 안동시장과 안동프라자(AnDong Piaza)
라는 쇼핑센터가 있다. 재래시장이 아닌 큰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후에 더 보태고 다듬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의 그 인정이 가슴에 사무치었고
그들의 지나온 삶이 생각할수록 서러웠으며 그리고 오늘의 모습 또한 너무나
처량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잊혀지지가 않아서 흥얼거려 본 것이라고 했다.

있다. 시장은 4층건물로 호치민에서 거래되는 도매시장이다 서울의 경동시장
정도를 상상하면 될 것 같다.
1층과 2층은 건어물, 의류, 보석상이 4층은 목각제품, 3층은 토산품 시장으로

중국땅 연변의 안동마을

호치민 주변 관광지의 토산품점들과 여행자들이 제일많이 찾는 벤탄시장도 이곳
에서 물건을 도매해 간다고 한다.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다.(벤탄시장의 50% 정도)

중국 땅 안동마을 예 정말 있다기에 댓바람 찾아드니
집집이 문둥이들 귀익은 보리사투리 들을수록 푸근타
여든 살 할머니에 일흔 살 할아버지 찌들린 그 얼굴에
골골이 파인 주름 휑하니 초점 잃은 눈 보고 봐도 슬프다.

눈물도 매말랐다 통곡도 사치더라 멍하니 바라보며
두 눈만 끔벅끔벅 차라리 울어나 주면 이내가슴 편할걸
고향도 알쏭한데 족보가 어디 있나 민적도 없었는데
인권이 있을손가 정조도 짓밟힌 백성 그 설움을 뉘 알리

조국을 못 만났나 가난이 죄이던가 일본 놈 총칼 앞에
열 한 살 끌려와서 만주벌 매서운 추위 피땀으로 녹였다.
황무지 개간하며 허기진 세월이여 날마다 짓는 한숨
밤마다 흘린 눈물 엉키어 불붙는 가슴 한강순들 끄오리
<베트남 호치민 안동시장 건물전경>

고향도 무정하다 조국도 섭섭더라 종살이 억울함에
남천을 바라보며 그토록 그리는 마음 나 몰라라 하는가?

중국 길림성 왕청현 안동마을
중국 안동마을로 알려진 안동촌(중국명칭 태양촌)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된다는데 아들 딸 낳고
길러 삼대사대 사셨으니 이제사 내나라 내 땅 떳떳하게 사소서

천교령진에 속하며 일제가 만주개척이라는 미명 아래 1936년 한국의 안동,
상주, 문경, 예천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번성할 당시 180

떠나며 손 흔드는 무거운 발길이여 보내며 울먹이는 할머니

호 가량이 되었으나 현재 주민들은 당시 이주민의 후손들로 29가구 70여 명이

할아버지 춘삼월 진달래 필 제 다시 우리 오리다

촌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안동 출신들이 절반쯤 된다고하여 안동촌이라

연변 땅 태양마을 여기가 진짜 안동 은근한 마음씨에

불린다.

인정도 넉넉한데 고달파 겉늙은 몰골 안쓰러워 애달프다.

2011년 안동시와 안동시 새마을회는 안동촌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안동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모진 역경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안동촌 주민들에게

87

88

자유기고

의회보

안동문화의 ‘멀리 그리고 가까이’
문화안동을 위한 몇가지 의견
권 두 현 문화기획자
<중국연변 안동마을>

이외에도 북한지역에 평남 덕천군 덕안면 안동리 천도교가 있다.
[출전] 중외일보 1930. 1. 13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4p, 418p

Ⅰ. 안동, 도약의
기회

고려 개국의 결정적 역할을 한 병산전투에서 왕건을 도운 안동은 ‘안동도호부’
가 되면서 본격적인 안동시대를 연다. 도호부는 당시 도청소재지로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행정도시로서 안동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병산전투의

골짜기 이름을 쓰는 안동골은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
영주시 문정동

공이 많았던 안동지역 3인의 리더, 소위 삼태사(三太師)는 통일된 고려의 중앙정부
관료직을 사양하고 안동에 머물며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이후 안동은 고려시대 내내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안동만의 문화토양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만들어 갔다. 안동문화권에서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신문화를 능동적 수용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독창적인 자기화를 통하여 조선시대를 개창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도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안동도호부에서 시작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최근 안동은 고려 초기 ‘도호부’로 승격된 것과 같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영남지역 행정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는 유교문화권 사업을 이어 소위 3대문화권 사업이 국책

전남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문화메카 안동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초기와 유사하다. 병산전투에서 왕건을 도운 것은 당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에

안동지역민의 독자적 선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사회는 지방자치제가

안동천 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서 안동천길과 함께 쓰고 있다.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방자치 곧 안동시민 스스로가 문화공동체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다.

맺은말

역사가 가진 유사성만큼 주어진 문제의식도 크다. 안동시민은 고려시기

매년 10월 3일은 탈춤축제기간 중 안동의 날 행사가 있다. 이참에 필자는

안동이 인류 최고의 성찰 가운데 하나인 성리학을 독창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안동이란 지명을 쓰는 국내외 17곳 중 매년 몇 곳의 주민들이라도 초청하여

건국의 기반을 만들었듯, 새로운 창의성으로 글로벌 사회 안동문화를 보다 의미

안동의 날 행사에 함께하여 안동인들의 단합된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타지역에

있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있는 안동지명 주민들의 마을 행사에도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축하의 뜻을 서로
전달하여 지속적인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하다.
필자가 조사한 곳 이외에도 안동이란 지명을 쓰는 또 다른 지역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안동지역
각종 사회단체들이 안동 지명을 쓰는 곳에 한 번씩 들러보고 격려해 준다면 앞으로
더 좋은 교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관점 위에서 이 글은 글로벌 도시 안동을 만들어가는 영역중 문화적
범주에 해당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안동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영역인
문화분야가 융복합의 시대적 트랜드에 조응하여 어떤 고민을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풀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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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우리고장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갈

통해 열매가 맺힌다. 즉 하나의 정책은 노하우(know-how)를 가진 시민(주체적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즉 안동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을 어떤

지역민)들이 활동(영리 비영리활동)을 통해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년 혹은 30년후 안동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인가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판매시장, 즉 소비자는 대부분

지방자치제라는 민주제도는 20년후, 혹은 30년후 안동에 대한 그림이

안동이 아닌 외부에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외부와

지역민들의 합의 위에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어쩌면 지방자치제의

소통하고 그 트랜드를 읽어야 하며, 그 트랜드 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과 끝은 우리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 경쟁력을 가질 때 사업과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동만들기 그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안동의 정책에는 안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불분명하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슬로건은 안동을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 육성 - 학습도시 시스템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미션(mission)이 아니라는

지속가능한 사업 만들기에 핵심은 노하우(기술)가 있는 역량있는 사람들로

점은 아쉽다. 미션은 누구의 아이템이나 문구로 결정되기 보다는 지역민들이 그

하여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문화적으로 이미 기름진

슬로건이나 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논밭으로 가꾸어진 안동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고민, 그것도 씨앗을 잘 키워낼 수

프로그램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 해당

있는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인력 육성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만드는

안동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보는 과정은 어쩌면

것에서 시작된다. 일례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매년 9월말 진행되고, 테마가

안동시민들에게 문화공동체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탈춤이기에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 자원봉사자, PD, 그리고 문화산업체는

그러나 늦어져도 그 과정이 필요하며, 어려워도 그 성과는 다대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축제 참여를 통해 그 노하우를 습득한다. 개인과 기업은

이를 위하여 선출된 안동시장과 안동시의원들은 미래 안동의 모습을 도출
하고, 그 역할을 잘 구현하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제시하고 과정에서 정리된

축적된 노하우 기반위에서 평가를 통해 다음해 탈춤축제를 진화시키거나, 다른
지역 축제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활용한다.

정책적 합의를 대변하여야 한다. 큰 방향성을 제시 안동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자치제 하 인력확보의 가장 쉬운 방법은 역량 있는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세부적인 사업은 큰 방향에 맞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게 의사을

정책으로 결정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인력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장점이자 안동의

프로그램만 담당하고 안동을 떠나간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험

미래를 밝혀줄 힘이다.

(know-how)마저 떠나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부득이하게 인력을 초빙하여

전통사회에서도 미래를 보는 어른들의 혜안은 있었다. 가령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지역의 전통마을 입구에는 ‘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강풍을 막아
농사와 생활에 도움을 주고,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 대부분의 쑤는
마을의 원로들이 미래의 경관, 후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심은 것들이다.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의 노하우를 안동지역민들이 전수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안동지역민으로만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안동사람이 행했다는
자기만족만으로는 안동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 이후 24년, 소위 민선 7기를 맞이하고 있는 안동의

손쉽게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것 또한 안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리더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안동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따라서 역량을 가진 인력이 안동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통사회 원로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동의 미래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그랬던 것처럼 ‘쑤’를 심어야 할 것이다.

한다.
사실 인력양성은 모든 자치단체가 가진 고민이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한국이 세계적인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은 인재의 육성이었다. 안동 역시

Ⅲ. 지방자치제에서
정책 만들기

안동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라는 도시만들기(what to do)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면 정책 수행 과정(how to do)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서 선택한 씨앗(정책)은 논밭(사회)에서 기술(역량)적 노동(사람)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반위에서 내부 외부의 인적 소통에 대한 정책적 제어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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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육성은 아카데미, 외부 역량의 전수, 노하우의 축적이라는 시스템

정책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안동시민들과 함께 안동만들기에 대한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적육성을 위한 것을 총체적 구축한 소위 ‘학습도시’

목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안동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안동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 안동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학습도시” 시스템

발전에 맞는 목표인지를 인지하고, 스스로 주어진 정보와 정책에 대한 검열(?)을

구축을 본격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습도시 시스템은 학습경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때로 안동만들기의 목표에 어긋나게 제시된 주민들의 정책을

이어지고, 문화의 산업화 역시 학습경제 위에서 성장한 열매라는 점도 부언한다.

안동의 리더들이 정중히 거절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안동발전의 목표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멀리 그리고 가까이

지방자치제 이후 쏟아지는 정책과 제안들은 분명 참여정치의 일환이라는

정책과 사업은 멀리만 보고 진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점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거절의 당위성을 만들어내지 못해

주목해야 할 것이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명제이다.

작게나마 진행되었을 경우, 또한 이해되지 않게 주민의 의견이 거절되었을 경우

멀리로는 미래 안동을 그리고, 가까이로는 현재 당면한 안동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마음의 상처 등 부적절한 결과가 도출된다. 그결과는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다는 것이다.

안동만들기를 위한 일치된 사업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웅덩이를 팔 때 호미보다는 삽이 필요하듯, 효율성 있는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작은 단위의 사업은 성과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성과란 참여한 사람들의

것이 안동을 한층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길이다.

사기를 높이고,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큰 성과보다는 소위 “팔걸이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여 성과달성의 희망을 안동시민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도시 발전 방향 좌표 위에 위치되어야 한다.
멀리 보는 안동의 과제는 때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1km 앞에 안동역이
있다고 하여도,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동역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목표에 사람들은 동요할 수 있다. 안동지역 리더들은 이러한
시민들에게 믿음과 자료를 제시하여 그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하여야 한다.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는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좌표이다. 달리 말하면 “멀리 그리고 가까이”는 단기적인 성과위에 장기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정책적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것이
민선 7기 안동의 리더들의 역할과 과제이다.

Ⅳ. 안동의 문화적
현안 5가지

다양한 영역이 상호 연계되는 소위 융복합 시대의 정책 열쇠(key)는
문화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미래 안동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교차로 역시 “문화”
라는 영역이다.
정책적 과제는 종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일반적 문제는
안동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인구의 이동, 농촌사회의 개발의 문제, 도로의 개발에
따른 상권이동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맥을 함께하면서
안동만의 특성을 찾아야한. 안동이 직면한 문화적 범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대적 변화, 광역화된 시장, 정부 정책 연계를 기저로 하여 안동시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화적 범주에 있는 현안 5가지를 제시하자면 ①문화관광
분야에서는 3대문화권 개발과 경영사업, 그리고 이와 맞물려있는 안동문화관광

정책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단지 활성화, ②도시개발 문화복지 전략에서는 원도심 공동화현상과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는 소위 ‘아이템’과 정책욕구가 넘쳐난다. 글로벌

안동역사의 이전과 신도청권 개발사업, ③자연자원과 문화환경 문제에는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에서 좋은 정책, 좋은 사업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환경, 물 자원, 수변공간을 안동지역의 자원으로 활성화시키는 문제, ④문화

정책입안자들, 지역 사회 리더들에게 무차별로 제공된다. 활동영역마다 모범

예술과 일상적 가치 창출에 문제에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스포츠 레저, 관광을 연계

사례는 있기 마련이고, 자치제 내에서 다양한 직종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킨 문화산업 ⑤새로운 시각으로 풀어가는 농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인력은 우리지역이 모든 분야에 이러한 모델들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5가지 영역은 전통적 시각에서 보자면 문화적 영역이 아닐 수 있지만, 문화적 포장을

어쩌면 지역사회 리더들은 소위 정책 개발의 홍수 속에 있다.

하거나, 문화적 디자인으로 융복합 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좋다고 모든 것을 행하기는 어렵다. 주어진 예산과 인구 그리고 장소적
조건속에서 안동의 취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문화관광의 최대 현안 - 3대문화권 개발사업과 안동문화관광단지

미래 안동 만들기에 대한 목표가 선명해야 한다. 즉 우리는 30년 후 안동의 방향

안동시 역사문화유산을 보호 설비하는 2000년대 초반, 유교문화권 개발

속에서 사업을 “선택”해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포괄적인 슬로건인 “선택과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역시 2000년대 초반 진행된 안동문화관광단지

집중”은 정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훈수인 것이다.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다. 최근 진행되는 3200여억원을 투자한 소위 3대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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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현황 파악, 안동탈춤축제, 월영야행 등 관광객이
몰리는 무형의 이벤트 등에 대한 관광객 선호도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관광객과 문화시설에 따른 현황조사를 거친후 통합적이고 섬세한
마켓팅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투자는 경영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관광서비스 설비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설비에 비하여 관광마케팅이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넘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과정에서 역량을 갖춘 경영조직과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경쟁력을 잘 만들어가고 마케팅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며

단위사업만으로 본다면 안동시 근현대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현장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문화유산을 설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기에

것이다. 물론 지역 문화정책이 기업경영이 같지 않은 것은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경영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안동문화관광단지나 3대문화권 사업은

지적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러나 공익성도 경영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가질 수

경영되지 않는다면, 유지되기 어려운 일종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없기에, 결국 운영 가능한 모델의 개발이 필수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20년 건축과 설비를 완료하고 실제적인 경영을 시작

나아가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과, 3대문화권 사업을 계기로 안동시의 문화

한다. 그러나 민자유치, 경영전략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광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확립하여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위에서 작고 단기적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직구성과 사업전략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더욱 고민은

프로그램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작은 관광 기업과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아직 민자 유치 등이

문화예술단체가 안동문화관광단지, 3대문화권사업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익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를 고민하는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출하는 세부사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큰 나무의 작은 잎들이

일반적인 사업은 경영전략을 먼저세우고, 그에 맞추어 설비와 투자를 고민
한다. 물론 3대 문화권 사업 역시 경영전략 수립 위에서 설비를 수행하였지만

광합성을 하여야 큰 나무가 성장할 수 있듯 수익성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역 문화관광은 성장한다.

사업진행과정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사회문화 트랜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관광수요의 변화, 민자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현황은
안동시가 종합적이며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문화관광은 안동의 문화사적 가치위에서 만들어진 문화자원이자, 상품화의

도시재생 문화전략의 섬세한 접근 - 신도시경제권과 구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전략
안동시의 도시 지형이 바뀌고 있다. 멀리로는 강남권, 옥동권 개발이 이미
정착되었고, 신도청 권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터미널과 함께 안동역
이전도 가시화되면서 서북권역으로 동선 이동이 구체화 되고 있다.

원유와 같은 것이다. 가공되지 않은 원유 자체로는 상품성이 없기에 가공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방식으로 문화관광을 선택한 안동시 정책은 여러모로 타당하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어렵다. 다만 도시 개발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위에서

판단된다. 그러나 가공과 유통속에서는 기술적 조건과 시장의 논리가 작동한다.

접근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재 안동시에서

무리한 공급, 과도한 공급은 조직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파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안동에게는 기회이자, 과제이다. 안동시를 새로운

몰아간다. 반대로 소비에 비하여 공급이 약화된다면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기회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생산과 소비를

외형만 큰 도시로 남아 공동화현상이 지속되기 쉽다.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동시가 보유한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우선 점검하고 사회적 트랜드에
맞추어 규모에 맞는 상품을 제시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동이

과제는 분명하다. 내용을 채우면서 규모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전략(도시
만들기의 방향) 속에서 정책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적 기반위에 경제적 지속성
을 고민하고, 문화가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도시개발이 진척되어야 한다.

보유한 문화관광 기반, 즉 3대문화권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

딜레마는 도시개발이 인구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동문화관광단지, 하회마을, 월영교를 비롯한 관광지, 도산서원과 박물관을

안동시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도시권역 개발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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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되게 표현하면 전체 인구는 변하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구가 이동되는
‘제로섬게임’과 같이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도시의 신 개발지역은 시대적 감각과 패턴에 맞추어 형성되기에 젊은층,
주부층 등 소비인구의 유입으로 소비권역이 만들어지지만, 이미지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없는 기존 상권 구역은 필연적 소비인구 유출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안동지역의 경우
시청을 중심으로 중앙시장과 원도심시장 권역이다.
물론 우려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상품의 유통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도심재생사업, 즉 공동화된 도심을 리모델링 하는 정책이다.
산업발전 과정을 먼저 경험한 이루어진 유럽 역시 이러한 과제 속에서
- 물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재생사업의 방향 또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럽 모델을 주목한 한국사회에서도
도심재생사업은 대세가 되었다. 안동에서도 구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소비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도시재생의 핵심은

이었으며, 수많은 논에 물을 보급한 생계 수단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낙동강은 안동지역민에게 풍류와 생존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소비규모의 확장이다. 정주 인구의 소비와 지출규모를 확대시켜 소비규모를

그러나 해방이후 낙동강은 딜레마였다. 낙동강 최대 개발(?)사업인 안동댐

새롭게 만들거나,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비인구를 늘여서 시장규모를 확장하는

임하댐은 안동지역에 수몰민을 양산시켰고, 역사문화자원들은 물속에 잠겼다.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로 인해 안동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안동댐 임하댐 환경보호를 위하여

신도청 도시의 도로개선 등에 당면한 안동은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 경제권역에 대한 유지와

개발은 제한 되었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안동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분명 안동댐 임하댐은 한국 사회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낙동강 상류에

관광을 통해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수요를

위치한 관계로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조치 역시 충분히 수긍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확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지만 안동시민들과 함께

이로 인한 안동지역민들의 고통은 한국사회가 충분한 보응을 해 주어야 하는 것

그 답을 꾸준히 찾아야 하며, 당장 풀지 못해도 그 답에 꾸준히 매달려야 한다.

또한 안동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명제가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여도

그리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성과만큼 안동시의 소비시장의 창출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소수에게 국한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이루어 지기에 안동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분명 낙동강 사례는 안동시민들에게 그러한 일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조건위에서 해당 주체인 안동시의 대응은 단순한 보상차원에서

자연환경의 산업화를 위한 시선 - 낙동강 자원 개발

벗어나 낙동강을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안동댐 임하댐을

안동은 예로부터 풍부한 자연경관위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려왔다. 특히

보유한 낙동강을 환경보호, 농수로, 전력공급의 발전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 금강산이라 불리는 청량산 권역에서 하회마을 권역까지 연결되는 낙동강

수자원, 환경자원, 관광자원, 문화공간으로 낙동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주변구역은 물과 산, 들판이 조화를 이루어 조선시기에는 강호문학(江湖文學)

경관에서 벗어나 문화상품의 재료로 안동댐 낙동강이 이해될 때 접근방식은

이 태동된 곳이며, 뱃놀이(선유줄불놀이)와 시회(詩會), 주막거리가 곳곳에서

다양하고도 흥미로워 질 수 있다. 수변공간은 스포츠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

형성되어, 풍류과 해학이 넘치는 문화공간이었다. 동시에 이곳은 내륙에서는

활용될 수 있으며, 안동호는 관광자원과 예술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은

드물게 낙동강 어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위 ‘어뱅이’(어부)들의 공간

그 자체로 환경자원이며 동시에 다양한 2차적 상품화가 가능하다. 배를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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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으로 사용하고, 관광이벤트로 베스낚시대회를 열어 강태공을 끌어들이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야영장과 같은 체류형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MICE산업 수단으로 환경에너지

많은 문화활동에도 과제는 많다. 가장 급한 것이 개인적, 독자적 문화예술

활용차원에서 물포럼 등을 이용하고, 민물어부들의 생산을 주목 식품유통 혹은

활동을 꿰어 안동의 문화의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 방향성은

민물 간고등어 산업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말하자면 낙동강 가치는 산업적

안동 만들기라는 목표속에서 정렬되는 것이 좋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문화예술 가치는 개성과 취향과 다양성의 가치가 그 중심에 있다.

낙동강을 자원으로 바로는 것은 최근 시대적 트랜드에도 부합된다. 과거

어쩌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인정

환경은 개발에 제약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탄소배출권 등에서 보이는

하더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것과 같이 환경 그 자체가 경제적 수단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환경은 이제

않다면 도시브랜드로 연결되어 통합적 힘을 가지기 어렵다. 말하자면 모든

캠페인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되었을 때 보호될 수 있으며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 인문 영역이지만, 그것이 도시이미지,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는 것, 그자체로 더욱

도시브랜드 문화도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다면 그 폭발력은 더욱 클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글로벌 사회의 합의인 것이다.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개발의 경제효과도 낙관적이다. 낙동강 줄기를 관광프로그램이 만들어

부언한다면, 전통문화의 가치나, 문화재가 많은 것은 도시의 역사성과

진다면 동선 형성에 따른 집적효과도 볼 수 있다. 도산서원, 오천군자리,

문화성을 말하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신세동전탑 하회마을 등의 역사문화자원 역시 낙동강 줄기따라 이어지고 있고

못한다. 그것이 적절한 재료가 되어 상품이 되고, 식탁에 음식으로 조리되었을 때

3대문화권 사업의 대부분이 낙동강 안동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동

비로소 우리시대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작동하고 안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화관광단지 또한 안동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이제 문화, 예술, 유산, 인문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활동을 이어온 안동은

다시 강조하건데 낙동강과 안동호는 우리에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개발

이것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서로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연간

하여야 할 자원이다. 시대적 요청 또한 환경을 에너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세시화시켜 시기적으로 고정시키고, 공간적으로 집적효과를 내면서도

문화산업 상품이다. 따라서 낙동강은 안동시민의 삶에 유용한 산업을 도출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노하우를 융합하는 공간브랜드를 만들어가야 한다.

자원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조례를 만들고, 안동지역에 맞는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축제, 세계

낙동강의 활용방안을 찾고, 강따라 흩어진 자원의 구슬을 꿰어서 상호 시너지

유산, 박물관, 포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인문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정돈된

효과를 만들고, 유통을 통해 순환구도를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아마추어 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전업적인

진행되어왔던 수자원 활용계획안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연계를 위한 자원화 곧

활동을 산업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문화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아카데미,

본격적인 산업화 시동을 걸어야 한다.

다양한 취미교실, 그리고 학원과 복지단체들의 활동까지 정보로 정리하는 것이다.
문화, 예술, 인문 활동은 개인의 취향과, 계량화된 수치가 없으며, 감성적이고

탁월한 예술활동으로 문화도시 만들기 - 인문, 예술, 유산 향유의 일상화 산업화
안동은 삼국시대부터 축적되어온 다양한 문화적 성과물인 문화유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다. 예술활동 또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방
이후 회지를 발간한 문화예술 단체가 8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비 정례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활발한 예술활동이 진행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문 활동은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인류 최고의 철학가치인 화엄학과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문화연구의 본고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회탈춤, 차전놀이
등 한국 민속문화의 핵심적 테마들이 전승되어 온 작은 한국(little Korea)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안동은 인문가치의 기반 위에 예술적 활동을 이어왔고, 그 성과로
남은 유산들이 지금은 문화재로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도 그 기능과 의미를

가치 지향적일 수 있다. 때로 일반적 평가보다는 전문적 영역이 사회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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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감각에 의존하기에 다채로울 수 있어, 정책으로 일원화시킬

따라서 정책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모델이 될 수 있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욱 현재 진행되는 안동지역의 문화, 예술, 인문

상품 개발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생산량과

활동을 총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산약), 사과, 고추, 생강 등을 상품으로 제조하여, 마켓을

정리되는 과정에서 정책과제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정리된 자료를

통해 유통시켜 브랜드를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농산물이 아닌 상품으로

분석하면 안동 만들기의 목표에 대한 단기와 장기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유통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규모의 생산이 되어야 상품화가 가능하기에

이 과정에서 문화, 예술, 인문가치는 서로 융합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량생산되는 농산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를 디딤돌로 상품 디자인을 통해

단초를 찾을 수 있으며, 안동지역 문화예술인문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안동 농업전략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산업적 돌파구 역시 파악될 것이다.

글로벌 농업시장 유통 또한 이러한 전략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농업 농민문제의 문화적 시각 - 안동시 농산물 상품화 전략
농업은 안동시 정책에서 생산비중이 가장 큰 영역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노령화되었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안동시 정책
에서 농업관련 정책을 제외하고 안동시 문제를 고민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Ⅴ. 경영되어야
지속가능하다

좋은 영화한편이 자동차의 수익성을 넘어선다고 한다. 하지만, 기반이 없이
좋은 영화 한편을 만들기란 어렵다.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설비와 기술적
조건, 축적된 노하우, 인적 기반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흥행하는 좋은 영화

그러나 농업에 대한 안동시 고민은 과거 농업정책으로 접근해서는 풀어갈

한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 독특한 특화된 아이템이 성공할 수도 있다.

수 없다. 사회 트랜드가 바뀌었고, 농업 수익의 패턴이 생산물에서 유통으로

그러나 그것은 매우 드믄 경우이고, 성공하였다 해도 지속성을 갖추기란 쉽지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적 농업 수익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된다.

않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문화적 기반이 없다면 그 특정한 문화 테마가 꽃피우기

변화된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범박하게 일반적 영역으로 농업을
접근하기 보다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농업정책을 “농민”, “농촌”, “농업”
이라는 분별적 접근이 그것이다.
농민 문제를 보면, 농민은 이미 고령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정책은

쉽지 않다. 문화산업이나 문화관광 분야는 더욱 정도가 심하다.
문화적 기반은 역사와 예술, 일상적 소통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문제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산업유통 구조의
확보이다.

대체로 복지차원에서 접근된다. 아쉬운 것은 복지정책만을 시행할 경우 젊은

전통사회 문화와 산업은 그 공유점이 분명하지 않았다. 초기 “문화산업”

농민을 기대할 수 없고, 젊은 농민이 없는 상황에서 시대적 트랜드를 따라가는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전주의 인문학자들의 비판도 거셌다. 그러나 현대사회

농업을 만들 수 없다. 자연스럽게 젊은 농민을 위한 문제는 소득원인 농업의

산업사회에서 문화는 이미 산업 영역과 포괄적인 공유점이 만들어졌다. 산업

문제와 연계된다.

생산물은 기술적 우위보다 디자인이 중요해졌고, 문화적 브랜드가 유통을 좌우

농촌 문제는 농민들 삶의 환경과 농업을 유지하는 기반이지만, 인구의 감소로

하는 시대에 돌입하였다. 문화가치는 산업적 계량화를 통해 제시되었을 때 더

인한 효율적 마을만들기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또한 많지 않지만, 문화적 삶터로

신뢰받고, 분명하게 각인된다. 이러한 시대적 트랜드에 맞추어, 안동이 당면한

안동문화 가치를 배태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도 많다. 서원, 정자, 재실, 종가는

과제는 문화가치를 어떻게 경제가치로 전환시킬 것인가이다. 안동 만들기라는

모두 농촌마을의 공간적 입지속에서 위치하고 있고, 농촌이 이해되어야만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치 또한 문화경제적 관점위에서 제시될 때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삼국시대 화엄학으로 고려시대 행정 거점도시로, 조선시대

농업 문제는 경작물 수량 매매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 농업에서 경작의

성리학의 본고장으로 한국문화를 이끌어왔다. 근현대 어려운 시대 외세에 맞서

환경조건, 유통과 마케팅 , 브랜드를 중시하는 농업상품, 농촌관광 등 접근방법이

저항의 선두에서 희생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헌신 속에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다양하게 연구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스마트농업 등 소득중심의 상품 농업에

냈다. 그리고 이제 안동은 글로벌 시대,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문화도시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직면했다.

공유되는 과제는 농민, 농업, 농촌은 결국 문화적 디자인과 가치가 부여되었을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 인공지능, 가상현살, 환경, 복지, 문화.... 시대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차산업의 핵심적인 내용도 문화를

속에서, 보다 인간적인 문화, 삶의 가치가 풍요로운 “안동”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결합시킨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었다.

농업 수익성은 품종의 다양성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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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리고 지금은 자치·분권의 시급한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시대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과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시대흐름에 부합하고자 자치·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천명하고 “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정 홍 식 제 5대 안동시의회 의원

도약할 수 있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배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법』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삼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가
구속되고 훼손당하는 일들이 자치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치의 핵심
요소인 입법권, 재정권, 자치권 등을 중앙행정과 중앙권력이 온갖 상위법들로

1. 지방선거의 역사

묶어 놓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1991년 반쪽선거로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는 이미 출발부터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단체장 직선제가 전면 시행된 1995년을 기점으로 7회를 맞이하는 전국 동시

오히려 중앙의 이익과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

선거였다.

자치법』이 유지,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국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급 봉사직으로 출발해 유급 권력직으로 변환 △

제헌헌법에 의해 완성되었다.(지방자치법 제정. 1949년)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국가안정, 치안유지 등에 의한 시기상조를 이유로

정당공천제로 인한 공천권자의 거수기 역할 △토착세력과 결탁된 이권개입 △

실시를 유보하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서야 서울, 경기, 강원 등 미수복지역과

개인적 일탈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회의 위상 실추와

계엄령이 선포된 지리산 전북 일부를 제외한 채 처음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

의원의 자질·역량·품성 시비는 “일하지 않는 의회”의 비난을 넘어 “지방의회

집권여당 자유당은 25.3%, 무소속은 42.5%의 당선자율을 기록했다.

무용론”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956년의 제 2회 선거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임명제로 전환시켜 시행했다. 철저한 관권개입을 통해
자유당은 67.4% 당선자율로 지방정치를 장악했다.
1960년의 제 3회 지방선거는 4.19 혁명 직후 치러졌다. 민주당이 집권당

3. 지방자치법인가?
지방통제법인가?

이렇듯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한 지방의회의 하락된 위상 격상과 의원의
자질·역량·품성 개선을 위한 의원들 스스로의 각성 및 제도적 보완대책은

이었던 이 선거는 또 다시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선거 결과 무소속은

하루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품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와

81%, 민주당은 16.5% 남짓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중앙집권적인 요소들은 더 먼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을

이렇게 안착되어오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 군부가 등장해
『지방의회 해산령』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 단행으로 지방자치제를
종결시켰다.

오히려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지방통제법』이라는 비아냥까지 생겼
겠는가?
실제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헌법에서의

그러나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에게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지나치리만큼 간소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 약속을 이끌어 냈고, 이듬해인 1988년 『지방자치법』

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유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지방자치를

이 부활되면서 1991년 3월과 6월에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시행되었다.

허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직선제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다가 1995년 6월 김영삼 정부
에서야 도입되었다. 이것이 현행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또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병렬적 지위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규정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오히려 관리하거나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2. 동전의 양면인가?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자치법 제정 69주년! 단절되었던 지방의회의 부활은 27주년이고
자치단체장 직선제 부활은 23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민선 자치 역사!
그 세월 속에서 모든 정치 진영들은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그래서 개헌의제를 다룰 때면 누구나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연적 과제라고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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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통제법의

의회보

이렇듯 『지방자치법』이 진정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지역고유의 내생적

오명을 벗기 위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여 지역과 주민복리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지방자치법의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올바른 개정방향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설정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대등·
수평적의 관계 혹은 상호접근·협력함으로써 국가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입법권, 재정분권, 사무배분 조정 등을 통해 분권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세계화시대의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현재의 기관대립형 뿐만 아니라 기관통합형,
시정관리인형 등의 제도와 같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축적이고도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실현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셋째,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성의 확대 및 보충성의 원리 실현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의 더 큰
확대를 통한 지방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둘째, 획일적이지 않는 신축·유연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 기반 마련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률유보주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 국가

지역 사정과 정서는 지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국가

중심주의적인 구시대적 규정 등을 지방자치법에서만이라도 약화시켜야 한다.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고유한 다원성은 훼손되며, 긍정적인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중앙집권형 국가의 획일적 기준은 결국 국가비용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며
국민통합에도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될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에

또 현재 대부분의 조문마다 일정한 행위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수요를 감안한

넷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가능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반 강화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 발전 기반을 제공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과 지역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예산과 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문적이고 이해조정적 입법활동을 지원할 인력 하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기관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의 지방자치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늘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만 탓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보좌인력의 확충, 감시기능의 확대강화,
인사청문회의 실시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의원은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부단히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보장되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주민복리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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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국가성장

의회보

우리 사회는 아주 단기간에 근대화와 산업화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요인으로서의

그 가운데 발생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자치와 분권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의 단초를 제공했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실패로 수 십년간 누적되어 온 국토불균형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구조적 모순과 한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국가성장을 위한 요인으로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명해 보자는 것이다.
다행히 민선 1기에서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간의 성과와 시행

의정활동
2016. 7. 1. ~ 2018. 6. 30.

착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꽃피우고 성장시켜내며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국민 대다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 중앙집권 일극의 위험성, 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간
권한 불균형 등 심각히 왜곡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현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도 현실이다.
해답은 오직 지역의 핵심역량 배양이 지역발전의 요체라는 인식의 전환
뿐이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역량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합의 그리고 실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개발독재의
통치수단이었던 중앙집권주의의 해체와 지역불균형 및 불평등의 해소로 지역과
지역민도 공히 행복해지는 자치·분권의 민주주의 국가공동체이길 기대해 본다.

•의회운영현황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현황
•의원발의 조례안
•의안처리내역
•진정서 처리 내역
•진정서 처리 내용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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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의회운영현황 2016

의회운영현황 2017

■ 회의개최 현황

■ 회의개최 현황

정례·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총회기일수 : 6회 50일

◦의회운영 : 7회 7일

- 정례회 : 1회 29일

◦총

무 : 4회 20일

- 임시회 : 5회 21일

◦산업건설 : 4회 20일

정례·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총회기일수 : 8회 84일

◦의회운영 : 12회 12일

◦예산결산 : 3회 7일

특별위원회 활동

- 정례회 : 2회 40일

◦총

무 : 8회 28일

- 임시회 : 6회 44일

◦산업건설 : 8회 28일

■ 의안처리 현황 [의안별]

■ 의안처리 현황 [의안별]

심의·의결

심의·의결
구분

접수

계

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철회

53

48

5

2

계

45

43

39

4

2

의회발의

11

10

8

2

1

시장제출

34

33

31

2

1

예산결산

3

3

2

1

동의승인

2

2

2

조례안

구분

미처리

55
소

타

5

5

처리

가결
원안

수정

접수

철회

미처리

150

12

4

계

137

133

126

7

4

의회발의

21

19

16

3

2

시장제출

116

114

110

4

2

예산결산

4

4

2

2

동의승인

7

7

7

건의결의

6

6

6

기

12

12

9

조례안

타

3

■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별]

처리

심의·의결

가결
계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계

73

71

71

42

11

의회운영

11

11

11

1

2

총

무

37

35

35

27

3

5

산업건설

22

22

22

14

3

2

예산결산

3

3

3

기타특위

폐기

162

심의·의결
구분

부결

166
소

5

■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별]

접수

계

건의결의
기

◦예산결산 : 5회 12일

3

7

기타
11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2

8
2
3

구분

접수

처리

가결
계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기타

계

189

189

185

134

17

16

18

의회운영

21

21

21

4

3

2

12

총

무

83

83

83

69

5

9

산업건설

80

80

76

61

5

4

예산결산

5

5

5

4

1

기타특위

6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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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의회보

의회운영현황 2018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현황
(2016.7.1. ~ 2018.6.30.)

■ 회의개최 현황

■ 회의개최 현황

정례·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총회기일수 : 2회16일

◦의회운영 : 3회 3일

- 정례회 : 해당없음

◦총

무 : 2회 3일

- 임시회 : 2회 16일

◦산업건설 : 2회 3일

회차

구분

회 기(일수)

주요처리 안건

제180회

임시회

2016.07.01. ~ 2016.07.01.

1일

의장·부의장 선거

제181회

임시회

2016.07.08. ~ 2016.07.08.

1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82회

임시회

2016.09.02. ~ 2016.09.08.

7일

상임위원회 활동(현장방문 등)

제183회

임시회

2016.10.20. ~ 2016.10.28.

9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4회

정례회

2016.11.21. ~ 2016.12.19.

29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제185회

임시회

2016.12.20. ~ 2016.12.22.

3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186회

임시회

2017.02.07. ~ 2017.02.15.

9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87회

임시회

2017.03.21. ~ 2017.03.28.

8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 1회 2일

■ 의안처리 현황 [의안별]
심의·의결
구분

접수

계

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31

31

29

1

1

계

27

27

25

1

1

의회발의

11

11

10

1

시장제출

16

15

15

예산결산

1

1

1

동의승인

1

1

1

제188회

임시회

2017.05.15. ~ 2017.05.22.

8일

시정질문

2

2

2

제189회

정례회

2017.06.12. ~ 2017.06.21.

10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190회

임시회

2017.09.01. ~ 2017.09.08.

8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91회

임시회

2017.10.23. ~ 2017.10.30.

8일

시정질문

소
조례안

1

건의결의
기

타

■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별]
심의·의결
구분

접수

처리

가결
계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계

36

35

35

26

4

의회운영

5

5

5

2

1

총

무

19

19

19

15

1

산업건설

11

10

10

9

1

예산결산

1

1

1

기타특위

1

기타
4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제192회

정례회

2017.11.20. ~ 2017.12.19.

30일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주요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93회

임시회

2017.12.20. ~ 2017.12.22.

3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94회

임시회

2018.02.02. ~ 2018.02.09.

8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95회

임시회

2018.03.22. ~ 2018.03.29.

8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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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의원발의 조례안
(2016.7.1. ~ 2018.6.30.)

■ 조례안(38건)
연번

회차

1

제182회

2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연번

회차

안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원안가결
(2016.09.08.)

20

제188회

제182회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권광택 의원

원안가결
(2016.09.08.)

21

3

제183회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남희 의원

원안가결
(2016.10.28.)

4

제183회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은한 의원

5

제183회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184회

7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자 의원

원안가결
(2017.05.22.)

제188회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김호석 의원

원안가결
(2017.05.22.)

22

제190회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6.10.28.)

23

제190회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권남희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9.08.)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6.10.28.)

24

제190회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외

수정가결
(2017.09.08.)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재갑 의원

원안가결
(2016.12.19.)

25

제190회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9.08.)

제184회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대일 의원

원안가결
(2016.12.19.)

26

제190회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근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9.08.)

8

제184회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6.12.19.)

27

제191회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광택 의원 외

원안가결
(2017.10.30.)

9

제185회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 의원

원안가결
(2016.12.22.)

28

제191회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갑 의원

원안가결
(2017.10.30.)

10

제185회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외

원안가결
(2016.12.22.)

29

제191회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규 의원 외

수정가결
(2017.10.30.)

11

제186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2.15.)

30

제192회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7.12.19.)

12

제186회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7.02.15.)

31

제194회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8.02.09.)

13

제187회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3.28.)

32

제194회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경도 의원

원안가결
(2018.02.09.)

14

제187회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7.03.28.)

33

제194회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재갑 의원 외

원안가결
(2018.02.09.)

15

제187회

안동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석 의원 외

수정가결
(2017.03.28.)

34

제195회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원안가결
(2018.03.29.)

16

제188회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7.05.22.)

35

제195회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8.03.29.)

17

제188회

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7.05.22.)

36

제195회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재갑 의원 외

원안가결
(2018.03.29.)

18

제188회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7.05.22.)

37

제195회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 의원 외

원안가결
(2018.03.29.)

19

제188회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재갑 의원

원안가결
(2017.05.22.)

38

제195회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남희 의원 외

원안가결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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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의안처리내역

■ 조례안(210건)
연번

회차

안건명

1

제182회

2

제182회

3

제182회

4

제182회

5

제182회

6

제182회

7

제182회

8

제182회

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손광영 의원

9

제182회

안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10

제182회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권광택 의원

11

제183회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시장

12

제183회

안동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3

제183회

14

제183회

15

제183회

16

제183회

17

제183회

18

제183회

19

제183회

20

제183회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1

제183회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권남희 의원
김은한 의원
이재갑, 손광영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보류
(2016.09.08.)
수정가결
(2016.09.08.)
수정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연번

회차

안건명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2

제184회

23

제184회

24

제184회

25

제184회

26

제184회

27

제184회

28

제184회

29

제184회

30

제184회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재갑 의원

31

제184회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대일 의원

32

제184회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3

제185회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34

제185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35

제185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36

제185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37

제185회

38

제185회

39

제185회

40

제185회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41

제185회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42

제185회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의회운영위원회

시장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보류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6.12.22.)

115

116

의정활동

의회보

연번

회차

43

제185회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5회

44

45

제186회

46

제186회

47

제186회

48

제186회

49

제186회

50

제186회

51

제186회

52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연번

회차

김대일 의원

원안가결
(2016.12.22.)

66

제188회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권기탁, 남윤찬
의원

원안가결
(2016.12.22.)

67

제188회

68

제188회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69

제188회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70

제188회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시장

71

제188회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72

제188회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73

제188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74

제188회

75

제188회

76

제188회

77

제188회

78

제188회

79

제188회

80

제188회

81

제188회

82

제188회

83

제188회

84

제188회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재갑 의원

85

제188회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자 의원

86

제188회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김호석 의원

87

제189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88

제189회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89

제189회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시장
시장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187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53

제187회

안동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54

제187회

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55

제187회

56

제187회

57

제187회

58

제187회

59

제187회

60

제187회

61

제187회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제187회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187회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제188회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65

제188회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손광영
의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손광영, 김경도
의원
손광영, 김경도
의원
김호석, 정훈선
의원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수정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안건명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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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의회보

연번

회차

90

제189회

91

제189회

92

제189회

93

제189회

94

제189회

95

제189회

96

제189회

97

제189회

98

제189회

99

제189회

100

제190회

101

제190회

102

제190회

103

제190회

104

제190회

105

제190회

안건명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동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106

제190회

107

제190회

안동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108

제190회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시장

109

제190회

110

제190회

111

제190회

112

제190회

113

제190회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수정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수정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연번

회차

안건명

114

제190회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15

제190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16

제190회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17

제190회

118

제190회

119

제190회

120

제190회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21

제190회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22

제190회

123

제190회

124

제190회

125

제190회

126

제190회

127

제190회

128

제190회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29

제190회

안동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0

제190회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1

제191회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2

제191회

133

제191회

134

제191회

135

제191회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동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손광영, 이재갑
의원
권남희 의원
권광택, 김경도
의원
손광영, 김대일
의원
김호석, 이재갑,
손광영, 김경도
의원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권기탁, 남윤찬
의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수정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보류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119

120

의정활동

의회보

연번

회차

안건명

136

제191회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37

제191회

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38

제191회

139

제191회

140

제191회

141

제191회

142

제191회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43

제191회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144

제191회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45

제191회

146

제191회

147

제191회

148

제191회

149

제191회

150

제191회

151

제191회

안동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

의회운영위원회

152

제191회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 손광영
의원

153

제191회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손광영 의원

154

제191회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갑 의원

155

제191회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규, 김대일
의원

156

제192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57

제192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58

제192회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59

제192회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동력선나루터 및 도선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10.30.)
수정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수정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보류
(2017.10.30.)
원안가결
(2017.10.30.)
수정가결
(2017.10.30.)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연번

회차

안건명

160

제192회

161

제192회

162

제192회

163

제192회

164

제192회

165

제192회

166

제192회

167

제192회

168

제192회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69

제192회

안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170

제192회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71

제192회

172

제192회

173

제192회

174

제192회

175

제193회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176

제193회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77

제193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78

제193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79

제193회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시장

180

제193회

181

제193회

182

제193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83

제193회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손광영 의원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보류
(2017.12.22.)
원안가결
(2017.12.22.)
보류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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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연번

회차

184

제194회

185

제194회

186

제194회

187

제194회

안건명
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시장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의원

188

제194회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안

이재갑, 김한규,
이상근, 손광영,
김경도, 김호석
의원

189

제194회

안동시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190

제194회

191

제194회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시장
김경도 의원

192

제195회

193

제195회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시장

194

제195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95

제195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96

제195회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

197

제195회

안동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장

198

제195회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199

제195회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200

제195회

201

제195회

202

제195회

안동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

시장

203

제195회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204

제195회

205

제195회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시장
시장

시장
권광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수정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연번

회차

안건명

206

제195회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

제195회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안

208

제195회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9

제195회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

제195회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심사결과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8.03.29.)

이재갑, 손광영,
김한규, 김경도,
김호석 의원
이상근, 김호석,
권남희 의원
권남희, 정훈선
의원
시장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부결
(2018.03.29.)

■ 예산·동의·승인안 등(37건)
연번

회차

안건명

1

제182회

2

제182회

3

제182회

4

제183회

5

제183회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시장

6

제183회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7

제183회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8

제184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9

제184회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제185회

11

제186회

12

제187회

13

제187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시장

14

제187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장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시설물
인수 및 위탁 운영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자
시장
의회운영위원회
시장
시장

의회운영위원회
시장
시장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09.0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원안가결
(2016.10.28.)
수정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19.)
원안가결
(2016.12.22.)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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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연번

회차

안건명

제안자

15

제187회

안동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시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5.22)
원안가결
(2017.05.22)

16

제188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장

17

제188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18

제188회

안동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7.05.22)

19

제189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원안가결
(2017.06.21.)

20

제189회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7.06.21.)

21

제189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시장

22

제189회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제190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24

제190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25

제190회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7.09.08.)

26

제191회

2018년 출연금지원 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7.10.30.)

27

제191회

2025년 안동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찬성의견
(2017.10.30.)

28

제191회

2025 안동시 기본경관 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찬성의견
(2017.10.30.)

29

제191회

안동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

30

제192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31

제192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32

제192회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7.12.19.)

33

제193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수정가결
(2017.12.22.)

34

제194회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8.02.09.)

35

제194회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36

제195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37

제195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6.21.)
원안가결
(2017.09.08.)
수정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10.30.)
수정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7.12.19.)

원안가결
(2018.02.09.)
원안가결
(2018.03.29.)
원안가결
(2018.03.29.)

■ 건의·결의안(6건)
연번

회차

안건명

제안자

1

제186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정훈선 의원

2

제187회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

손광영 의원

3

제190회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

권광택 의원

4

제190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5

제190회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6

제191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안

권기탁, 이재갑
의원
김호석, 이재갑
의원
이상근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7.02.15.)
원안가결
(2017.03.2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09.08.)
원안가결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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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진정서 처리 내역

■ 진정서 처리내용
접수일

(2016.7.1. ~ 2018.6.30.)

■ 접수현황

건명

16.07.15.

기차역이전 후 안동
중심지 등 숙원사업
해결 관련

16.08.10.

태화동 이편한세상
신축공사 관련

제출자별 현황
회기(일수)
구분

계
소계

1인

2~9인

10~99인

2016년

4

4

1

1

2

2017년

20

20

9

1

10

2018년

8

8

1

100인 이상

기관
단체

계

2016년

4

2017년

20

2018년

교육

문화

보건

안동시
중구동
주민자치
위원회

처리일

주요내용

16.08.01.

기차역사 이전 후 현 역사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학교 이전, 국가 또는
경상북도 각 기관 등을 유치하는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안동 중심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아 줄 것을 요구.

16.08.24.

태화동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및 흙먼지 등
피해에 대한 조치 강구.

16.10.07.

신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신도청과
풍산 간 직 도로 개설 등 풍산지역을
도청 신도시와 안동시로 연결하여
동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

17.01.02.

신도청 시대를 맞아 동서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상~신석 간 교량을
가설해 줄 것을 요구.

17.02.08.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개정
(2016.7.4.)에 따라 안동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50대 미만의 범위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

17.02.21.

임하면 임하1리 하천부지 제방
보강사업 및 초지 조성 예정 사업과
관련하여 제방 보수 후에도 기존
하천부지 경작자가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건의.

비고

이재운

7

분야별 현황
구분

신청자

사회

환경

1

교통

4

8

도시
계획

건설

행정

1

2

1

3

6

6

4

2

16.09.21.

신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와 안동시
동반 성장 관련

16.12.16.

용상~신선 간 교량
가설해 줄 것 관련

17.01.24.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개정에 따른
안동시 조례 제정 관련

17.02.07.

임하면 임하1리 하천
부지 제방 보강사업
및 초지 조성 예정
사업 관련

기타

2

김만호

이수섭

■ 처리현황
회기(일수)
구분

계

처리중
소계

처리

2016년

4

4

4

2017년

20

20

20

2018년

8

8

8

불수리

취하

타기관 이송

비고

김동일

권영수

127

128

의정활동

접수일

의회보

건명

17.03.02.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조례안 제정 관련

17.03.0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관련)

17.03.09.

북후면 신전1리 851-2,
퇴비사 허가 관련

17.03.16.

훈민정음해례본
원소장처에 대한 조사
관련

17.03.27.

안동시 일원 미집행
근린공원 도시계획
해제 관련

17.03.30.

북후면 월전리 산
72-1,2번지 방목지를
가축제한 지역으로
만들어 줄 것 관련

17.04.07.

시민운동장 내 탁구장
시설을 바로 옆 헬스장
으로 장소 이전 관련

신청자

권주연

이광호

처리일

주요내용

17.03.10.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조례안
제정 건의.

17.03.22.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공사 중 공종분리가 용이한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 건의.

접수일

건명

17.04.20.

김치년

17.05.11.

17.05.16.

남후면 검암리 502,
502-1, 943-1번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김주년

17.06.05.

남후면 검암리 502, 502-1,
943-1번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누락.

권영복

17.06.05.

수상동 643-1번지 현 노인정이
노후·협소하고 위험하므로 수상동
669-1, 669-5번지에 노인정
신축 요구.

김명중

17.07.13.

정하동 바지리골에 그간 사용되어 온
농로가 폐쇄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농로 개설 요구.

17.07.31.

낙동공원 조성예정지 내 진정인
소유지인 정하동 342-19(대지),
342-22(임) 일부를 진정인 주거지로
편입 및 진정인이 일부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 등 요구.

17.07.31.

옥동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과
드롭탑 커피전문점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및 KB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요구.

17.08.29.

송현오거리 교통량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 3-151호)
개설 요구.

17.04.05.

북후면 신전1리 851-2,
퇴비사 허가 취소 요구.

17.05.29.

김대중
(광산김씨
긍구당고택)

17.03.22.

훈민정음해례본 원소장처에
대한 조사 요구.

17.06.26.

안동시 정하동 바지리골
농로개설 관련

강여원

함웅원

안동시 일원 미집행 근린공원
도시계획 해제 요구.

17.04.18.

북후면 월전리 산72-1,2번지
방목지를 가축제한 지역으로 만들어
환경훼손 등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

17.04.14.

시민운동장 내 탁구장 시설을 바로
옆 헬스장으로 장소 축소 이전 반대
요구.

주요내용
길안면 현하리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가축 재사육 반대 및 가축
재사육불가 시 축사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구제책 검토 요청.

임춘수

17.04.18.

처리일

가축 재사육 반대건과
가축 재사육 불가시
축사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구제책 관련

안동시 수상동 669-1,
669-5번지에 노인정
신축 요구 관련

김정희

신청자

17.07.12.

안동시 정하동
342-22(임)일부
편입 및 개발 관련

17.07.21.

옥동 KB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관련

조봉식

17.08.09.

송현오거리 도시계획
도로(도로:소로
3-151호) 개설 관련

권수희 외
119명

남태우

129

130

의정활동

접수일

17.10.16.

17.11.09.

17.11.20.

의회보

건명

화물자동차에 차고지
면제 조항 조례 개정
관련

녹전 원천(외내마을)
중앙을 지나는 도로
우회하는 도로 개설 관련

북후면 월전리 내 태
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련

17.12.18.

하회마을 관람료 통합
징수 조례 개정안
개정 관련

18.01.31.

안동구시장내 제비원
상가 세입자의 노점상
운영 관련

18.02.09.

18.02.12.

안동구시장 내
제비원상가 주차장
건립 관련

안동시 안막동 산
138-1번지 공유지내
주차장 설치 및 입주민
숙원사업 관련

신청자

처리일

주요내용

경상북도
개별화물
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7.10.30.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에게 차고지를 설치 않도록 조례 개정.

이승영

고창형

류시중

신동찬

심상완

최영석

17.12.01.

17.12.01.

신청자

처리일

주요내용

18.02.21

안동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급식비
지원관련

이숙향

18.03.07.

안동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급식비 지원요구.

18.03.13

국도34호선 선형개량
공사 관련

박동섭

18.03.30.

국도34호선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혜성재단의 교차로 개설 요구.

18.03.30.

안동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3조 ‘발전 시설은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도 및
국토교통부는 거리 제한제를 도로에서
거리제한 100~200미터로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안동시 지침 개정
해줄 것을 요구.

18.04.25.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위해 안동농협
북부지점(안동시 제비원로197)앞쪽
하천도로 및 화단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

18.04.25.

농작물수확 및 운반 등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지적도상 구거
(북후면 월전리877)를 활용하여
농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

북후면 월전리 산33-1번지 내 태양
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취소 요구.

17.12.22.

18.02.23.

안동구시장내 제비원 상가 세입자의
노점상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식수공급
지원 요구.

18.03.07.

건명

녹전 원천(외내마을)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토일천 정비사업 시 토일천
하천제방으로 우회하도록 도로 개설
요구.

하회마을 관람료 통합 징수 조례
개정안을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개정 시
하회마을 주민 개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선처 요구.

18.03.05.

접수일

18.03.20

안동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
안동시 거리제한제 관련

18.03.28

안동농협북부지점
(안동시 제비원로 197)
앞쪽 주차장
설치요구 관련

18.04.03

지적도상 구거
(북후면 월전리877)를
활용한 농로 개설해
줄 것 관련.

안동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안동구시장
내 제비원상가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진·출입로 확보 및
행정적 뒷받침 요구.

안동시 안막동 산138-1번지
공유지내 주차장 설치와 도로
확장 등 입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

김철현

조상래

강명호

131

132

결의문

의회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제186회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되었다.

이에 우리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다

음

불편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2017년 2월 15일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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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문

제187회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토양 퇴적물에서 크롬, 카드뮴 등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기준치를

앞으로 안동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00만인

초과하고, 최근 안동댐 상류 봉화지역의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동댐 상류의 환경오염

서명운동 전개 등 낙동강 식수원지키기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기관에 안동댐 상류지역에 대한

첫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하천 저질토 중금속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

2010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봉화군 석포면에서 안동시 도산면까지 90㎞ 구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5개 지점에서 광물찌꺼기 퇴적물이 발견되었다. 양은 무려 1만5천t, 25t 트럭 600대 분량으로

둘째,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 상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낙동강 수계에 있는 광산 60 여 곳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수거

셋째,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댐 상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와

2012년 5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안동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봉화군 등이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도 제련소 주변 토양의
카드뮴 오염 수치가 최고 19.7㎎/㎏, 최저 4.9㎎/㎏으로 나타났고, 아연은 최고 1,848.2㎎/㎏, 최저 737.1

마련하고, 수질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조사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라.

㎎/㎏으로 나타났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조사 결과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6개 지점 중에서 토양 환경보전법의 카드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의 경우 옛 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3.38ppm(㎎/㎏)의 4.3배인 14.7ppm, 아연은 옛
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698.67ppm의 2.9배인 2,052.4ppm이 검출되었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결과(2014년 9월 29 ~ 30일)에서 석포제련소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풍석포제련소는 “나 몰라라”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시 석포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의원이 지적하였다.
이렇듯 각종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안동댐 상류지역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금속 처리대책을 조속히

2017년 3월 28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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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문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문
제190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청각이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원을 천명하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190회
1976년도에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4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추천에 의해 지난 8월 10일 휴가 차 임청각을 찾으신 이낙연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국무총리께서 임청각 원형복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하신 약속을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는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안동시 법흥동에 위치한 보물 제182호인 임청각은 조선 중기인 1519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고성이씨 가문의 종택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고, 아홉
분의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임청각을 일제는 철도부설을 이유로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국권을 회복한지 70
여년이 지나도록 제 모습을 찾지 못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멸사봉공
애국애족 정신을 모든 국민에게 되새기는 길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국무총리께서 확인하신,
복원사업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1973년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한 바 있다. 우리시에서 2016년
6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해제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이유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0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안동시민 모두는 임청각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

복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석주 이상룡 선생 기념사업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범국가적인

시민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조속히 처리해 줄

사업으로 추진 될 것으로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건국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100주년에 맞추어 안동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축복속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전국 대부분 다목적 댐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인
경우에 한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속히 해제하라.

첫째,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임청각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원형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임청각 복원사업과 석주 이상룡 선생, 임시정부 관련 기념사업은 상징성에 맞게
범국가적 선양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임청각 복원사업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중앙선 철도 이설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이 안동시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다목적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
셋째, 도시계획 관련법과 기준에 맞게 제출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안에 대해
지역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
넷째, 안동댐 수질보호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40년간 지속된 안동댐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8일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2017년 9월 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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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제190회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직접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의 당면한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도입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집중체제로는

나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를 할 수 없는 시대다. 이에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어 고비용·비효율의 구조를 개선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 개헌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에서도 화답하여 국가

또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권대리인 집단의 정치행태를 볼 때 자기혁신능력이 부족하다는

백년대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임을 다짐받는 자치분권 개헌이
절실한 시점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는 권력집중 현상이다.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권력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계층간 갈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권력집중을 해결하지 않고 국가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이해보다는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해가 우선됨으로써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만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은 저출산, 지역격차,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청년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분권화된 정치체제가 도입되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셋째, 자치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 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였다. 국가운영체계를 민(民)주도, 자치주도로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치정부에 입법권(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고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은 큰 문제에 집중하고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 자치분권을 통해 자치정부간 경쟁을 하고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
국가발전에도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치분권 개헌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체제 도입이 개헌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이

2017년 9월 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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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제191회
지난 9월 19일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과 충북, 강원도 등 전국에서 국지성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져 수확을 앞둔 사과, 콩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하락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여 앞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

피해농가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우박 피해 대책은 농약대·
대파대 지원, 피해사과 수매가 전부인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보험료의 80%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20%는 농가가
부담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재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보험가입률이 2016년도 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
로 낮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홍수, 태풍,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꼼짝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지원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입대상 품목확대,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첫째, 지역할증구역을 시·군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시·
군 단위 전체에 할증을 적용함으로써 재해가 없는 지역까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개인의 과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보험료를 전국 단위로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과수의 경우 재해발생빈도가 잦은 지역은 보험금 지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
착과수를 조정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과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착과수 축소는 결국 재해보험금 축소로 이어져 농가가 이중적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를

2016. 10. 24. ~ 10. 26.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하는 원인은 보험혜택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어려운 농촌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을
10%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017. 5. 16. ~ 5. 18.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017.10. 24. ~ 10. 26.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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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음.

질문의원 : 권광택 의원(10월 24일)

■안동시청 내 시립 새싹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보육환경이 좋지 않은 시립 안동어린이집, 풍산, 6주공, 녹전, 임동 등을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가겠음.

안동문화관광단지

부시장

휴양콘도미니엄 유치를

■그간 숙박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교원연수원, 대명콘도, 한화콘도 등과 접촉해

위한 방안?

왔고 지금은 휴양콘도와 빌라형콘도에 대해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 종합휴양시설
(스파랜드)부지는 워터파크 전문개발업체인 ㈜스플래쉬워터와 ㈜화이트워터에서
투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지난해 9월과 금년 6월에는 시티스케이프코리아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벌였고,
해외투자자 발굴을 위해 매년 경북도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용상동 CGV 영화관 주변

도시건설국장

주차난 해소방안?

■내년도에 용상동 동문교회 인근 주택지에 20면 규모의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인도와 접한 동문교회 일부 부지를 교회 측과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안동시 출산·보육정책

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출산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타 지자체 우수 출산 장려
시책의 벤치마킹 및 우리 시와 부합한 시책개발 등을 통해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음.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출산과 육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의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도입 등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음.
■보육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관리는
물론 가정양육에 대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 One-stop 맞춤형 육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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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개발지역 중에 우리시의 단독 주택지와 오피스텔, 한옥마을

질문의원 : 김경도 의원(10월 24일)

등을 활성화시켜 인구 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시에서도 간부회의 때 부서별로
인구증가대책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음.

경북문화콘텐츠

부시장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기업지원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있는 “1인 창조기업”

을 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1인 기반의 기업을 우리 지역 으로 유치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은

그 기업들에게 사무 공간과 인프라 등을 제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임.
■앞으로 교육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진흥원내 입주기업, “1인 창조기업”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지역맞춤형 기업유치전략

부시장

강화방안?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건립하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국제
백신연구소(IVI) 분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19년에
조성 예정인 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바이오백신 관련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가겠음.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안에 관광숙박호텔, 워터파크 등 특색있는 집객시설을
유치하고, 기존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겠음.
■관내 3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창업동아리 지원,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의 기능성 식품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일 자리

우리 시 인구감소 문제에

부시장

대하여

■우리 시는 2008년 도청이전지로 확정·발표 되면서, 7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신도시의 틀이 잡혀가면서부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도청신도시 인구계획은 총 10만명으로 우리 시가 45,243명,

청년일자리 예산

부시장

예천군이 54,757명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는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우리 시에

1억 9천여만원으로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반듯한 일자리는 커녕 청년 취업 박람회를 한번

입지함에 따라 주거지역이 예천군에 좀 더 분포되게 설계되었기 때문임.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

개최하기에도 부족함. 이는 청년들이 정식 직업을 갖기 전 트레이닝하고 자신의

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와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비용밖에 되지 않음. 지난번 스텐포드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1단계 개발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예천군으로 인구가 쏠릴

우리지역에 맞는

호텔 투자 유치 사례는 서비스 업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지역에 양질의

수 밖에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및

일자리 제공의 선례가 될 것임.

■1단계 개발 때 도청청사는 우리지역에, 아파트단지는 예천지역에 개발하는

■2단계 계획에서는 2~3단계를 한꺼번에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2단계
때 안동이 40,508명, 예천을 33,710명으로 변경하여 2단계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
우리지역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은?

■앞으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에 속도를 내고, 도청 이전을 호기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타켓팅하여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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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취수가 안동시

시장

용수공급에 영향을

■2015년 12월 14일 수자원공사에서 개최한 성덕댐 취수에 대한 기자간담회 시

미친다는 용역 결과가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 으로 수렴한 결과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나왔을 때 길안천 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증용역 완료시까지 취수 시설 공사를 중지하도록 2015년

사용 승인 자체를

12월 16일 수자원 공사에 통보하였음.

취소하고 건설된 취수

■하지만 2016년 5월 11일 수자원공사에서 길안천 취수 공사 중지에 따른 행정

시설을 원상 복구해야

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재개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었음.

시장님의 견해는?

■현재는 12월 말 완료 계획인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영향
검증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가 하류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면 다각도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해마다 용수취수장의

시장

취수량 증가에 따른

■안동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2015년 11월)에 2030년 기준으로 도청 신

대책은

도시를 포함한 원수공급 10만8천150톤을 반변천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여 용상
1·2정수장에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음.
■시설용량 10만3천톤 중에 용상2정수장 7만3천톤을 안동시 전역과 의성군 일부와
도청 신도시 일부에 공급하고 용상1정수장 3만톤 중 1단계로 2만톤을 시설
개량하여 경북도청 신도시와 예천군 3개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앞으로 도청 신도시 2·3단계 사업시행 시 용상1정수장 1만톤을 확장하여
공급하여도 3천779톤의 용수가 여유 있음. 장래 여건 변화로 용수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확장을 하는 등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임.

성덕댐 길안천 취수 시설

시장

건립 허가는 행정권의

■2014년 3월 5일 수자원공사에서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와 관련하여, 우리

남용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인지?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부시장

시에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 등으로

수립지침”

■공원 주변, 구릉지 등에 경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차례 보완을 거쳐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한 바 있음.

제51조 단서 규정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아파트 건축을 전면 허용할

“제1종 일반주거

경우 난개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임.

■2015년 8월 31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우리 시에서는 취수지역
주변 주민들과 협의되고, 시 의회 특별위원회와도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9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중

■우리 시에서는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16일 승인하게 되었음.

아파트는 계획·건축할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 지역 지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택건설 활성화를

수 없다”를 삭제하는 지침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음.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도 규제완화와 난개발 예방이라는 취지는
살리면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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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사의 역사적 의의를

문화복지국장

재조명하는 정기적인

■지난번 경북문화연합회에서 주최한 “안동지방 삼태사의 활동과 역할”이라는

학술대회나 추모대회

주제로 경북역사 인물학술발표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경북역사인물 학술대회

등 개최로 삼태사의

이므로 우리지역의 삼태사를 재조명 하는데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차후에 향토사학자,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고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건국에 미친 삼태사의 활동”, “안동인으로서 삼태사의 삶” 등을 연구토록 하여

있는 방안은?

삼태사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검토하겠음.
■추모행사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매년 관리와 행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태사묘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삼태사의 후손들이 묘소나 단소에 매년 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의
추모행사 개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

안동차전놀이는

문화복지국장

독립적인 행사로

■차전놀이는 대동놀이인 만큼 동채마다 동채꾼 25명, 기수 25명, 농악대 30명,

상설화, 축제화시켜

머리꾼 120여명 등 200여명으로 1회에 동원되는 인력이 400여명이나 되어

안동차전놀이의

인력확보, 정부의 축제 통폐합·축소 지침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등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인해 상설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차전놀이가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지의

문화복지국장님의

국제행사에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안동의

견해는?

대표적인 봄 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안동차전놀이의 관광산업화 및 축제화
방안에 관한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과 관계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용역 발주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뮤지컬 “왕의 나라”

문화복지국장

를 다시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2011년, 안동민속촌 내 드라마 촬영세트장에서 산수실경

뮤지컬로 공연방법을

뮤지컬로 시작하였으나 2011~2012년 날씨로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바꾸고 새로운 소재를

막대한 제작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 실내공연으로 전환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되었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그동안 우리 시는 문화의 다양성을 발판삼아 타 지자체에서는 시도조차 못하거나,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뮤지컬 제작·공연과 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통해 지역문화를 체험해 왔음.
■하지만, 난립과 질적인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공연을 지속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뮤지컬과 오페라 등을 전면 재평가하고
검토하여 ‘육성할 것’과 ‘정리가 필요한 것’ 등을 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육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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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매립지의

부시장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와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중에 발생돼 미처리된 가연성폐기물 78,000톤은

환경관리공단의 향후

현재 매립장내 적재하고 있음.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톤당 13만원으로

정책 개선방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완공되어 처리할 경우 톤당 7만원이 소요되므로, 차후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

부시장

종합타운의 현주소와

■경북도청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

민간제안(BTO)방식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전국적 실패사례와

건설 중에 있음.

개선대책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ion: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폐기물 톤당 처리단가는 생활폐기물은 7만원, 음식물은 12만6천원으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예산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음.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인접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치면서 “혐오시설 풍천면대책위원회”등 사업반대
주민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내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안동 광역매립장

부시장

폐기물처리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준공이 당초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2015년까지

안동광역매립장

부시장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환경에너지종합 타운에서 처리할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안동광역매립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2012~2015년까지 사업비 250억과

후 현주소와 대책방안

예정이었음. 그러나, 사업준공이 2019년으로 지연되어 현재, 반입 폐기물은

(12.2.29 ~ 15.12.30)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136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지로

3년 9개월간의 성과와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12년 당시 포화상태이던 매립장의 매립연한을

환경부지침의 문제점.

20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중간위탁방식의 문제점
(SRF 처리방식의 문제점)

일부 위탁처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2019년에 가동할 경우 매립연한은 12년, 매립지 제방을
쌓아 높일 경우 8년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20년 정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SRF(Solid Refuse Fuel)는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펠렛형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가동 전까지 폐기물 순환 이용을 할 경우 반입 폐기물 중에

고형연료임. 폐기물의 순환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임. 그러나

75%를 차지하는 가연성폐기물이 전량 외부로 반출처리 되므로 매립연한은 5년

성형과정에 필요한 연소 및 폐열 이용시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더 증가될 수 있음.

생산제품은 시멘트공장, 열병합 발전소 등에 납품해야 하지만, 발열량이 낮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한 폐기물 전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부 민간업체의
제안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MOU를
체결하는 등 폐기물 순환 이용에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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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부시장

관련사항

■도청이전 신도시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작업 선별에 의존하는

질문의원 : 손광영 의원(10월 26일)

현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국비지원 사업인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을 검토하였음.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남아있어,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신규시설 설치는 유보하였음. 향후 재활용 자원의 증가와 인구증가 추세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와 환경부이 자원

부시장

순환정책에 대비 그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순환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안동시의 준비사항과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과 받음. 법 제정 이전인 2010년부터 폐기물 순환이용을

선제적 대응 현황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불이익 처분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음.

관내 폐기물 처리장

부시장

현장 지도·점검 단속 및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폐기물 관련 사고와 사건,

문제점

민원신고 등이 매년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음.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부시장

해결방안

■봉화군 석포면의 휴·폐업된 광산에서 유출된 광물찌꺼기가 낙동강변과 댐
내에 퇴적되어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안동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 따라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기관이 대책 협의를 하였음. 한국광해관리공단 측에서 발주한 봉화군
석포면~도산서원 앞까지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이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안동댐 내
중금속찌꺼기를 처리토록 할 계획임.
■낙동강 상류의 수질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시에서는 안동댐상류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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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내 대로

도시건설국장

및 간선도로 보행자

■육사로, 경북대로, 경동로, 퇴계로 등 일부 구간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시야방해와 좌회전 및 유턴 대기차로 미확보 등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예방대책은

빈번하고 교통흐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질문의원 : 이재갑 의원(10월 26일)

■안동경찰서의 요청으로 최근 옥동사거리 용상초 앞 등 일부지역의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였고, 내년에도 KBS 입구 교차로에서 경북하이텍고 앞까지
철거할 계획이며, 도로여건과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좌회전과 유턴 대기차로도
확보토록 할 계획임.

역사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국장

시내버스 노선체계

■안동역사 이전에 맞추어 시내버스 주요 간선노선 1번, 2번, 11번과 서쪽지역인

계획 및 현재 노선 체계

풍산, 풍천, 서후 방면의 운행계통 9개 노선은, 이미 안동 신역사 준공에 앞서

개선방안

안동터미널을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고, 추후, 동·남·북 지역인 와룡, 도산,
녹전, 임동, 예안, 일직, 북후 방면의 운행 노선도 안동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신설된
22번 노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안동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 시내버스 노선도 중복운행을 방지할 방안을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음.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에게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겠음.

안동시 관내 상가지역

도시건설국장

주차단속 개선방안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주차문제는 더욱 심화될

치열하게 확보한 예산을

부시장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시장·서부시장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부분 최선을 다해 추진하지만, 불가피한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여건상 주차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음.

연말에 1~100억원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차단속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량 국·도비를

변화에 따라 반납되는 경우도 있음.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농산물 가격보장제도가 WTO규정에 위배되고 과잉

시민들의 불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행정을

반환하기도 함. 농산물

생산을 유발하여 타 지역농가의 피해를 초래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정중단을

수행하겠음.

수급 및 가격안정

요청(2016년 4월)해 왔음. 현재 경상북도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계획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고, 안동시도 의회 농촌 사랑연구회와 협의하여 조례

공문시달에 따른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 라서 향후 경상북도와 타 시·군의 추이를 살펴본 후

안동시의 준비상황은?

추진하겠음.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요령 및 친절교육과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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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안동시에서 가장 큰 업종이지만 식생활 변화, 수입농산물 증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

판단하여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음.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농업 예산 내용도 이제는

■앞으로도 농업정책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생산에서 유통 가공으로 바뀌어야 함. 운영은 시민주식회사가 하고 재원은 광역수계 사업비,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비

건의할 것임.

등으로 조성된 농·축산물 전시판매장(1층 로컬푸드점, 2층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점, 3층 공예품점, 4층 미술품점)을
마련하여 안동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지정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 지역상생

부시장

부시장

교류협력사업의 적극

■서울시와 2016년 2월 29일 MOU체결 이후 아직은 큰 성과가 없음. 서울시의

■이제 이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참여에 대한 견해는

지역상생교류 사업단에서 6~9월까지 운영한 행사에 우리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수계 사업비와 시민 투자자 모집을 통한 ‘시민주식회사’ 설립문제는 지역주민의

3개 업체가 총 6회 참여해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였음.

합의 도출이 선행되고,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채산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울시와의 지역상생 교류 협력사업은 장차, 안동시와 서울시간 상호 부족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음.

부분을 채워주면서 Win-Win하는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상생 교류사업에 우리지역 생산자와 생산조직이 생산한 농·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겠음.

호민지 수변개발사업

부시장

중 농업테마공원 추진

■호민지 수변개발 사업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2012년도부터 농림축산

과정에서 경북도의

식품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의에 들어갔음. 사업추진을

올해부터 귀농·귀촌

시장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위해 우리시는 테마파크로 계획된 호민지 주변 토지를 무상양여하여 줄 것을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지난해

재추진을 검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요청하였음. 하지만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성과도 일부 거두고 있지만,

가톨릭상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서울 안동빌딩에서 가톨릭

평당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상지대학교와 함께 귀농·귀촌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가 장래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귀농·귀촌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당장 교육생들을

신규사업에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지확보 방안이

겪고 있으므로 귀농·귀촌

우리 시로 전입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음.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음. 또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지원 센터운영이 필요

매입까지 부담하면서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여야 할 테마파크를

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차선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테마공원

■일련의 귀농·귀촌 활동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총괄기능을
담당하여 업무나 인력 조정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안동시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안동시에서 호민지
수변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농업예산 관련 규모면에서 실제 농업예산은 예산총액대비 10%미만인데 15%이상 확보할 방안은? 내용면에서
농업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이 가능한가?
-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6차산업, 인재양성 등 내용면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은 방위산업으로

부시장

직접지불제도, GMO표시

■우리 시에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일원화 및 단가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확보 방안?
시장

제도 등 직·간접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정책 제도개선이

- 2015년까지 ha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밭고정 직불제와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인 6차산업 육성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26개 작물에 대한 지원을 2016년부터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밭직불제로

늘리고 농산물 규모화·계열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원화하는데 일조하였음.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촌 소득이

필요함

- 또한,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지역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보험처럼 사고
발생빈도에 따라 개인별·필지별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재 농업·농촌 예산액은 예산총액 대비 11.6%인 955억임. 현 정부의 농업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점진적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음.
■FTA, TPP, 6차산업, 인재양성 등 내용면에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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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방안으로 안동산약(마)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차산업을 확대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농업

질문의원 : 권광택 의원(5월 16일)

창업기반을 확보하겠음. 농업계고 졸업생의 창업지원 등으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자 농가에 대한 농촌정착 지원과 귀농·귀촌 창업자금 지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농업
CEO양성 등 정예 농촌 인력양성과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음.

특히, 올 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세로 뜨거웠음. 기후변화와 대안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과 에너지 수퍼마켓 등을 전국 벤치마킹할 용의는?
시장
■기후변화와 대안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우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도시는 물론 서울시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해 나가겠음.

농촌 SOC 사업관련 과거 동의서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 편입부지에 대하여 재산권 분쟁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
도로편입 용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시장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사용 승낙을 얻거나 기부채납을 받고 있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농로, 마을안길 등에 대한 개인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산권
분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예산 사정상 당장

2017년 경북대표음식으로

시장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조사용역 시행

선정된 민물고기 요리를

■올해 경북대표 음식으로 지정된 만큼 산재되어 있는 민물고기 타운을 하나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개발해서 용상 구)비행장
활주로 부지를 활용한

집약해서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용상동 구)비행장 주변 도시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한

민물고기 타운

결과 복합환승센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시설 등이 입지상 적합한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은?

시설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용상동 구)비행장 부지는 총길이 480m, 폭30~40m로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여건으로 구)비행장 부지에 민물고기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상동 구)비행장주변 개발과
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 이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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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 시립민속박물관, 민속촌, 호반나들이길, 예움터마을,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공간

시민운동장 주변

문화복지국장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은?

종합스포츠타운 조기

■현재 안동시민운동장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갖춘 제1종

- 관광지내 시유지를 활용한 개인미술관과 개인박물관 유치계획

조성에 대한 사업 진척

- 안동댐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조성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공인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관리계획상 운동장 부지 중 사유지 36필지 88,508㎡를 도시관리계획
시효만료전인 2020년 7월까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매입하고, 향후

시장

단계적으로 육상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여 체육인프라를

■지난 6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드라마촬영장 부지였던 성곡동 720번지 인근

구축토록 하겠음

7,894㎡를 박물관 및 전시관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음. 관광지내

■안동시에서는 경북체육회를 시민운동장 주변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유치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개인미술관과 개인박물관 유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도청 신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2단계 조성 계획에 스포츠콤플렉스 건설 계획이 있어, 시민운동장 인근으로

■안동댐 주변은 유교문화와 물의 도시 홍보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월영교와

경북체육회의 이전은 지리적 여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 경북체육회와

호반나들이길을 연결하는 산책로와 영락교에서 댐 입구까지 산책로를 올해

안동시체육회, 체육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임.

중심으로 한 스포츠타운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하여 집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단지내 에코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상가부지에 레스토랑 한곳이 오픈하였으며, 또 다른 식당도 설계중에 있음. 또한
관광단지 확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사업자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야외박물관내 고택 및 초가집들은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활용가능한 고택들은 현재 전통차, 음식의 시식, 각종 공연, 전통체험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콘도형

시장
■그러나 야외박물관 내에 있는 초가집 대부분은 좁고 협소하여 영업행위를 하기

대형숙박시설 유치

위해서는 원형을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상행위로 인해 관광객들이 관람

및 민자유치 투자추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원형의 훼손없이 활용이 가능한 이원모 와가, 이필구 와가를 수리하여 음식이나
전통차를 판매하면서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문화관광단지 내 종합휴양시설부지는 투자를 희망하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휴양시설부지에 스파와 워터파크, 수영장, 쇼핑몰,
아울렛, 영화관, 메디컬센터 등이 들어설 경우 나머지 미분양필지에 휴양콘도나
호텔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임.
■경북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161

162

시정질문 및 답변

의회보

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 김대일 의원(5월 16일)

각종 농업인단체 관련

시장

행사도 농업인의 날에

■매년 각자 별도로 행사를 개최해왔던 ‘농촌지도자 안동시연합회’와 ‘생활개선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안동시연합회’는 2013년부터 통합개최하고 있음.
■농업인의 화합을 위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와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먼저 통합한 다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각 단체대표 및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왔음.
■앞으로, 해당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잦은 행사 참여에 따른 참여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행사 의전 간소화 및

시장

무리한 공무원 동원

■시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의전·행사 간소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개선에 대한 의견

오고 있으며 행사장 준비는 간소하고 검소하게 구성하고 LED전광판을 통한 내빈
소개와 환영사, 축사인원은 최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
진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 외부초청강연, 행사
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일부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음.
직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자의 소양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신도청전략사업단장

위해 구)안동예식장 부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구)안동 예식장은 근대역사문화자산

중복성 행사 및 단순

시장

매입을 계속 추진하는

전시성 행사 통폐합 추진

■행사관련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

이유는?

관련

으로서 노후·쇠퇴하고 있는 중구동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치를 포함한 중구동 도시 재생사업은 국토부의 공모지침에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흡’

따라 공모신청 이전에 의회승인과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토록 추진

의견을 반영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1·2차 관문심사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하고 있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안동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추가로

다목적커뮤니티센터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치변경은 어려움.

실시한 다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임.
■향후,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통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사는 자부담 비율을 높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신도청전략사업단장

주차난 해소방안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주변지역에 있는 웅부공원,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의 공용 주차장과 문화의 거리 주차장 등 기존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웅부공원 공용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주차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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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자 함. 장기적으로는 안동역사 이전 부지에 계획된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꼭

신도청전략사업단장

사업구역 안에 위치할

■현재 추진 중인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중구동을 중심으로

필요가 있는지, 다른

추진하지만, 향후 용상동 아울렛 주변지역과 서부시장과 신시장 등 시가지 동·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서권역간 균형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질문의원 : 김은한 의원(5월 17일)

■중구동 도시재생사업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중구동 지역에 제한적
으로 지원되어 타 지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함.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경제산업국장

추진과 관련하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영역과 범위가 계획

천리천 상류에 낙동강

되어 있어서 사업변경이 어려우나 기술적, 환경적 검토와 환경부 설득을 통하여

물을 유입하여 깨끗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천리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환경부 승인이 어려울 경우 현재 추진중인 도심 복개천(안기천, 천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겠음.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

시장

방안(하아그린파크,

■하아그린파크는 2014년 개장하여 주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

앞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도권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고객유치에 노력하겠음.
■현재 백조공원에서 사육중인 개체 수는 36마리이고 부화 중에 있는 7마리 모두
성공하면 총 43마리의 개체를 보유하게 됨. 백조공원이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으로 지정될 경우 운영비의 30%, 약 6천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금년 7월이후 운영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음.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은 2014년 개장 이후 매년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변화하는
캠핑문화와 캠핑족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글램핑장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와
트램폴린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족단위 고객들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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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양돈단지(구제역

경제산업국장

이후) 관리 운영방안

■1992~1995년에 조성된 서현 양돈단지는 6농가가 건물 32동에 돼지 25,000

및 수자원과 연계한

여두를 사육하고 있음. 악취발생 최소화와 가축분뇨처리 등 고질적인 민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제지원, 해충구제제지원, 축사시설현대화지원, 가축분뇨

이용방안

처리지원, 백신지원 등 매년 시설투자 및 기자재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질문의원 : 권기탁 의원(5월 17일)

있으며, 적정사육두수 및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향후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문제, 방역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
으로 우리시와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이 상생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모범
단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와룡면 서현리, 녹전면 서삼리, 사신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로 현재 환경부 설계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 예정임. 시설로는 42,000㎡의 인공습지와 주변
탐방로 등 수질개선과 함께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음.

주차장 관리의 효용성과

도시건설국장

기대효과

■시에서는 우선 기계식 주차장 중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27개소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상태임.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3,094개소 4만1,000면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이용상태를 전수조사
하여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임.
■아울러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웅부공원 및 신시장, 구시장,
문화의 거리 인근에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동네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사용 중인
옥동 공영주차타워도 증축을 위해 안전성 검토와 함께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음.
도청이전이 안동시에

부시장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후, 안동시 인구는 4월말 167,521명으로 신청사 개청식

수운관리사무소 운영

도시건설국장

미치는 영향

개선방안과 그동안의

■시에서 댐 수몰민 교통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행하는 선박은 총 11척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실태에 대한 문제점

도선 6척, 행정선 5척임. 매년 댐 수몰민 감소와 노령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노후도선 대체건조로 도선 4개 노선을 2개 노선으로
통합운영하여 인력도 감축해 나가겠음.
■2014년 수운관리 도선위탁과 관련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고용승계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매년 11억원
~1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안동댐 상류 차량도선 운항구간인 동부~부포간은 3대 문화권사업으로 교량 건립시
운항을 중단하고, 성묘객 수송지역 1,000여기의 분묘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이장 등을 강구하여 수몰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원도심, 구도심 문제)

이전보다 1,278명 감소하였음.
■이는 자연감소 요인도 있지만 도청신도시 예천군 관할구역에 조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안동 관할구역내 1단계 사업으로
진행중인 공공임대주택 869세대가 2020년 5월 준공되면 인구가 다소 증가될
것임.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인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비해 안동지역에 주택이
많이 계획되어 있어 2022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쯤에는 안동시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임. 원도심과 도청신도시를 잇는 직행로 건설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닦고,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안동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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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

부시장

추진과정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도청소재지 행정거점도시로의 위상

질문의원 : 손광영 의원(5월 18일)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가 필요함.
■우리시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교통관련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였음.
■행정자치부의 2017년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본청과 사업소간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신규사업소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
■우선, 차량등록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보충토록 하겠음. 최근
6년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2,500여대로 도청신도시의 정착과
함께 차량등록대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차량등록대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10만대에 다다르는 시점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드리미 오토 캠핑장

문화복지국장

운영실태(마을기업)

■드리미오토캠핑장은 2014년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 기업사업의 일환으로
드리미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사업임.
■풍천면 광덕리 화천서원 입구 강변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하회마을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내에서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음.
■야영장제도는 2015년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신설 된 법령으로 야영장업을
할 경우 해당 시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음.
■야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시설물들을 원상복구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실제 허가 여부는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심의회
에서 현상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관광진흥법상 캠핑장 등록은 타법령에 저촉이
없을 때만 등록이 가능함.

안동시 관내 주택지역

시장

도시가스 공급대책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2016년 61%에서 2016년 76%로 증가
하였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24%임.
■시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년간 단독주택 1,640여세대에 8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관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적어 경제성이 부족한 시내
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사가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조기에 공급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도시가스사가 적정 이윤의 회수없이 일거에 공급시설을 늘린
다면 결국 소비자 요금인상과 도시가스사가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이에 시에서 소비자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소외지역 도시가스 본관 건설에 대한 지방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15년 62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올해에는 지방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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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 자부담을 포함한 31.8억원을 투입하여 송천동 지역과 남선용마아파트 등
2,100여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함.

입주계약이 100% 완료된 상태임.
■34개 업체중 22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고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그 외 12개

■앞으로 지방비와 도시가스사의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도시가스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소비자 사용요금 인상없이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업체는 공장건설중에 있음.
■2차 바이오산업단지 16만평은 개발계획 변경등 행정절차 중으로 금년 말

꾸준히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보상계획이며 2018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목표임.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1·2차 바이오산업단지 전체의 입주율 50%
이상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2차

말 산업 중 스포츠, 축산

부시장

관련 추후 계획에 대한

■현재 우리시 말 사육 현황은 승마장 2개소에서 42필, 개별사육농가 8호에 19필 등

추진 방안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하였음.
■1차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2차 산업단지는 입주희망 업체인 SK

총 61필의 말이 사육되고 있음.

케미칼(4만평)을 비롯한 10개 기업이 12만평을 요청하였으며, 우량기업 위주로

■말 산업 육성으로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레져 및 생활 스포츠 분야로

유치하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나누어 말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첫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번식용
승용마 도입, 말 생산지원, 말먹이용 조사료 및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말 산업을
축산업의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체험, 관광상품 개발로 말
산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음.
■둘째, 승마산업을 레저 및 생활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승마관련 시설 신·

- 2016년도 수입은 56억3000만원(도비14억5200만,시비14억,자체수입16억,이월금11억5000만)이고 지출은
인건비가 19억, 운영비 30억, 기타 9억원임. 운영비 지원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향후 계획은?
- 2025년까지 재정자립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장비 이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검사 건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됨. 자체 영업망 확충을 통해서 장비 이용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증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요청을 검토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의 말 산업

-창업보육도 중요하지만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루어 져야함.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학생 승마체험을 활성토록 하겠음.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과 분원이 통합되면 운영비 뿐 절감은 물론, 절감된 운영비와 인력을 바이오산업
발전에 재투자 할 수도 있음.
경제산업국장

경북바이오 연구원,

경제산업국장

바이오벤처플라자, 바이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북북부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한계가 있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4년 재정자립도 2%, 2015년 31%,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출자하여 2004년 설립, 산·학

지난해 36%까지 올라갔음. 앞으로 중장기발전GIB 2025계획을 수립해 2025

관리와 추후 추진 계획,

공동연구, 식품분야 시험검사, 창업보육, 시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활동을 하고

년까지 재정자립도 70%를 목표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음.

활성화 방안?

있음.
■바이오벤처프라자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보육된 기업과 개발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196억을 지원받아 총 302.5
억원으로 2013년 11월 준공하였음.
■특히 2012년 SK케미칼 백신공장 유치에 기여하였음. 2015년 안동 동물
백신실증지원센터와 2016년 12월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을 유치하였음.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시에 설립됨에 따라 안동시 소재 바이오
기업들이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연구원의 각종 제품 시험검사 및
성분분석, 장비활용,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수혜로 타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들
보다 기술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2010년 준공한 1차 바이오산업단지는 28만평이며, 그 중 분양면적은 18만평으로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수입을 늘리는 것에

■장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기관지정을 농산물만 하는데 축산물도 지정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실용적 기술개발 민간이전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95개 졸업기업에 대해서 분야별 DB를 구축하여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하고 있음.
■현재 본원과 분원이 분리되어 시설물 관리나 행정인력 및 장비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음. 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과 분원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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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 이재갑 의원(5월 18일)

- 상용직화된 업무의
기간제근무자는

시장
■먼저, 1단계(2012~2015년)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하였고,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2단계(2016~2017년)로 금년 3월 31일자로 장기재직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기계약직 전환하여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총 214
명으로 증가하게 됨.
■기간제근로자는 4월말 현재 총 400여명으로, 이중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약 16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법적용 대상자로 2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마을, 공동체의 가치가 미래

시장

최우선의 가치가 될 것이라

■도시재생의 경우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4월 도시

함.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각종 보조사업의
발굴과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중간지원센터의

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됐고, 도시재생에 관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업·농촌개발과관련해서는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역량을 갖춘 농촌마을 리더를 확보하여 중간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직을 만들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설계와 개발, 각종 보조금 사업의 발굴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등,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면서 지역발전을 주도해가는 것은 큰 의미가

견해는?

있다고 봄.

인사분야

시장

도시공원 민간개발

시장

- 무기계약직 호봉제

■우리시의 무기계약 근로자수는 212명으로 청원경찰(35명), 환경미화원(95명),

조성사업은 주택보급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옥동지역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도고보수원(20명), 단순노무원(62명)임.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기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 단순
노무원 62명은 분야별로 차등한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무기계약직간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 50명에 대해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약 35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한 바 있음.
■향후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단순노무원 62명에 대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호봉제를 전면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음.

위한 사업이기 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도시문제 발생이 우려됨.
옥동지역은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사업
자체를 취소 또는
보류하거나 시행 시 주차장
확보, 보행로 확보 등이

도시공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 본예산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검증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된 상태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법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올 1월 근린공원
3개소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음.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 시, 특례법상
남은 부지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난, 주차장 확보 등 우려되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선제안 대상자와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 및 대안방안을

시장님의 견해는?

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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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구

시장

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지역구 시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인이상 4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의원을

견해는? 만약 조정이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시는 8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된다면 공론화 시켜

의원 정수는 지역구 16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으로 총 18명을 선출하고 있음.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선거구가 조정돼야 됨

■주1회 마을활동가 회의, 월1회 전체회의, 주요안건이 있을 경우 도시재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회의를 지난 1년간 40여회
실시하였음.
■주민참여 사업으로 민속의길 주민협의회에서 풍물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우리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 동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관할

벽화마을주민협의회에서는 꽃물드는 날이라는 마을축제 개최, 음식의 거리

구역이 넓은 특수성이 있음. 현행 선거구는 면과 인접한 동이 묶여진 곳과 도의원

상인회에서는 상인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태사길상인회에서는 태사길

선거구내 인접한 6개면이 묶여진 선거구로 인해 광역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일원의 꽃화단을 조성하였음.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운 점이 있음.
■시에서도 앞으로 도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치권과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또한 도시재생대학 참여, 주민공모전개최,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 등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문가 집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등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안동과 도청신도시 직행로

부시장

추진 실현 가능한가?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국도 34호선의 정체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1단계 100% 시비 320억,
2단계 도비 150억,
2~4단계 2021~2027년,
제5차 국도·국지도 반영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안동(옥동)~도청신도시 직행로 개설사업은 전체 연장 17.56km, 폭20m의 왕복
4차로 도로개설 사업비 3,240억원 예상하고 있음.
■1단계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2호선을 개설하게 되는

농촌중심지활력화 사업은 최근 기본계획 수립자체에 문제가 있는바 왜 하는지 분명치 않음(수익성 사업 배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와룡 중가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총 15건, 예산규모 60,796백만원이 투자되었음.
그럼에도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함. 그 원인은 관이 주도한 결과임.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 관이 주도하지 말고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 자기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해 주시기 바람.

(2021~2025),

사업으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송옥삼거리에서 호암마을 제방을 따라

부시장

총사업비 2920억원임

막곡리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연장 1.5km의 4차로 개설사업임. 2020년 완공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 소재지를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배후마을과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사업비는 320억원임.
■경상북도에서도 서의문에서 우리시 1단계 종점구간인 막곡까지 연장 1.2km에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음.
■나머지구간 16km는 기존 지방도 924호선, 9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임.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소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높으나, 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맞게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등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음.
■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별도로 농촌지역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소득분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공모신청이 가능함. 주민과 토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주민주도 추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가? 실제 주민참여 부재로

마을발전방향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 조직인

결국 사업자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각됨. 이러한 문제는 실거주민의 참여 없이 사업주와 관주도로 사업이

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음.

진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 사업의 신청,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 사후관리
부시장

부분까지 고려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주민설명회 5회, 공청회 2회, 토론회 2회, 간담회 4회 등을 개최하였음.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민속의길, 한옥마을, 벽화마을 등 5개 주민협의회를 주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주민대표와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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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

-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나 변화를 두려워 하고 있음. (현장=농업인이 바뀌어야 함)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 2016년도 소비자가 뽑은 소비트랜드 중 간편식에 대한 견해는?
- 서울대학교에서 2016년도 소비트랜드(10대 상품) 분석자료를 보면 간편식 시장이 약 2조원대로 우리 소비자들이

생산,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차적으로 현장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안동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안동에서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로컬푸드임.

간편식이나 외식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인가구가 1990년대 약 9%에서 2016년 기준 520만

부시장

300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27.2%, 2인가구수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수의 50%가 넘어감.

■앞으로 농업의 변화, 특히 유통·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농업 전 단계에

- 그런데 간편식과 외식산업에서 쓰는 식자재는 거의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음.

걸쳐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현장 맞춤형 사업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겠음.

부시장
■지속적인 핵가족화와 1인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우리 시는 로컬푸드 사업 정착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 양측에 행복 장터

확대되어 일주일에 1회이상 가정간편식을 구매하는 비율이 84%를 넘어섰으며

라는 로컬푸드 매장 2개소를 시설개선 후 지난해 7월부터 (사)한국 농업경영인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안동시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안동농협에서는 금년 3월 부터 파머스마트
내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정간편식의 환경변화의 패턴에 부응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관련기업에 납품할

■금년 4월부터 서울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라는 전국단위 농특산물 로컬푸드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6차산업육성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매장에 안동관을 입점하여 우리지역 18개업체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 100여개

조각사과, 포장 안동찜닭 등의 소포장을 적극 개발하겠음.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음.
■수계사업으로 와룡면 소재지에 농특산물홍보 판매장을 준공하여, 안동와룡농협에
- 식탁위는 국적 불명의 수입식품이 점령하여 수입식품 비율증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개정 시도에

위탁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6월 정식 오픈할 예정임.

대한 견해?
- 이러한 식품소비시장의 변화를 가장 위기로 바로 받아들였던 게 도매시장임.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기업들이 도매시장을 거칠 이유가 없음. 그러면서 도매시장은 위기를 느끼는데, 실지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임.
-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됨.

- 안동은 로컬푸드라는 명칭이 공식적을 사용되고 있지 않음.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올릴 때 본인이 바코드에
가격을 찍어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서 판매하게 하는 것임. 이렇게 할 때 농업의 품격이 달라짐. 2018년도에 안동에 이런
매장이 운영되면 좋겠음.

부시장

부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식품을 제조할 때 주원료 5가지 중 유전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월영교 인근에 로컬푸드 판매 공간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변형식품이 포함될 경우 표시토록한 기존 정책을 바꿔, 어느 하나라도 GMO가

안동권사업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광기념품과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농협하나로마트의 신축 매장에 지역 농산물전용매장

■시에서는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국회와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
■농산물의 유통환경은 전자상거래 등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활성화 및 수출·입
확대 등의 변화 추세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이 언젠가는 점차 감소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도매시장의 자구책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과 소규모 포장단위 등의 운영행태의 변화와 도매 뿐만 아닌 로컬
푸드의 소매도 겸하는 등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안동관을 올해 중에 입점토록 할 계획임.
■매년 대도시지역 농특산물 직판행사(24개소 40여 차례)에 참가하여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음.
■농산물의 소비 패턴이 식품회사, 대형유통회사, 외식업체 위주로 변형된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로컬푸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셉설계 및 네트워킹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9월 완료할 계획임.
■용역완료 후 로컬푸드 협업체 발굴 및 협의체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외식업체와 식자재 대량소비처를 통하여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를 추진할 계획임.
■우리 지역에 새로운 로컬푸드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부서와 농업
관련 단체 운영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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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학교급식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리부서를 농정파트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질문의원 : 권광택 의원(10월 24일)

부시장
■시에서는 읍면동 병설유치원·초·중등 38개교 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분 급식비,
우유급식비 지원과 유치원·초·중·고 등 70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지원을 하고 있음.
■2016년 급식비 지원액 2,026백만원,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액 1,441백만원으로
총 3467백만원임.
■특히 친환경 로컬푸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급물량 560톤 중 안동산지의 공급량이
368톤으로 총 공급량의 65.7%를 공급 하였으며 올해 계약재배 품목은 총
64종으로 지역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의 식자재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조례 관리책임 부서는 업무의 소관과 사업의 목적, 조례 제정 목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음.

현재 부서별로 산재되어

시장

있는 관광 업무를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와 중요성이 큰 만큼

통합하고 민관을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연계하는 관광정책의

민자 유치와 마케팅 등 관광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할 계획임. 민간부문과

컨트롤 타워로서

협력을 위해 내년 1월 정기인사 시 해당분야 조직과 인력 보강예정이며, 관광관련

관광정책을 전문적으로

업무부서 주기적 회의개최 및 현장 방문 실시하겠음.

추진하는 좀 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견해는?

■또한, 관광진흥, 홍보분야와 인프라 개발분야를 일원화하여 관광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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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도시건설국장

적립하는 노후

■현재 우리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

공동주택의 옥내급수관

주택은 총 64개 단지 23,584세대이며, 그 중 20년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

개량공사비 지원방안

주택은 21개 단지 10,300세대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위해서는 약 82억

질문의원 : 김경도 의원(10월 24일)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0.58%로 매년 약 116억원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어 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음.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위한 추가적 예산지원은 다른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용상동 (가칭)

신도청전략사업단장

마뜰문화마을 조성사업

■원도심을 활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구동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추진 현황 및 계획 관련

중임.
■용상동 에이스존 주변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주민역량강화를 실시하여 10월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하였음.
- 사업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및 마을 쉼터 등
- 사 업 비 : 132억원
■11월중에 1차 2차평가를 거쳐 12월중 발표예정.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부시장

관리 및 운영 방안

■안동시의 공유재산은 토지 54,084필지, 건물 573동으로 대부분 행정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임.
- 행정재산 : 토지 52,450필지(96.9%), 건물 550동(95.9%)
- 일반재산 : 토지 1,634필지, 건물 23동
- 이중 대부건수는 660건
■2016년 안동시 세외수입금 436억원 중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대금은 25억9천만원
■현재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지정 하였으며 안동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는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유휴행정재산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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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공원조성 등 시민편의를 위해 이용토록 하겠음.

질문의원 : 김대일 의원(10월 25일)

-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매입은 많고 매각은 적은데 안동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과감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
- 시민에게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재산 관련시스템 일원화 방안?
부시장
■안동시에서 매입한 공유재산은 2016년 1,170건 / 매각 38건으로 주로 도로
개설사업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후 발생한 잔여지를 용도폐지하여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였음.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업무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통합시스템은 효율성·타당성·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공유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조직 신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

도시건설국장

계획에 따른 전통시장과

■전선지중화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변상가에 우선 확대와

것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52억 6천

지상기기 지하에

만원을 투입하여 3.75Km를 추진하였음.

매립하는 방안

■금년 내 신시장구역이 포함된 ’18년부터 ’27년까지 2단계 전선지중화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지상기기인 변압기와 개폐기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높은 습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 부지를 확보할 경우 많은 예산 부담이 있어 현재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인도와 공유지에 설치하고 있음.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압기와 개폐기를 지하에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견해?
-도시공원을 시 자체적으로 개발 할 수 없는지?
-민간개발도시공원사업 추진해야 한다면 절차 및 여론 수렴 여부,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원 조성 가능 여부
시장
■안동은 현재 중구, 서구, 안기, 태화 등 원도심과 옥동, 송하동 등 신시가지,
도청신도시 3개의 큰 생활권이 있는 실정.
■신시가지는 주택단지 확장, 터미널 등 광역교통 시설확충, 도청이전신도시의 배후
주거지로 민간개발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옥동, 송하동쪽 주택단지 확장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원도심으로 회귀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함.
■중장기적인 도시순환과정을 염두하여 역사이전부지, 중앙선철도부지 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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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물 재설치와 호반나들이길 및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한

- 주기장 관련 문제

순환축을 조성해 원도심에 대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현재 그 일환으로

도시건설국장
■주기장 등록요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항목에 따라 ①인접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주기장을 등록하더라도 대여업은 우리시에서 등록가능하며 ②진입로는 건설기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시기가 임박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원조성이

및 수송용 트레일러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③바닥은 평탄하여

시급한 실정이나, 한정된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원법상 특례조항에

건설기계주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른 민간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함.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처럼 모호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기준으로 인해, 현재 민간에서 등록한

우선제안 대상자와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주기장은 도심에서 멀뿐 아니라 유류도난, 차량파손으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음.

실정이라 도심 불법주차문제로 이어짐.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주민과 건설기계소유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변 다목적광장 등 위법하지 않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장소로 건설기계 주차를 지도하고, 법률 개정 요구 및 공영주기장 조성 등 방안을
강구하겠음.

교통관련 문제점에

도시건설국장

대하여

■운영경비부담과 사고위험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며 관내

-도
 시교통특별회계의

설치된 총 60개소 1,087면 중 10면 미만 주차장 23개소에 자주식 전환독려하여

수입인 과태료 등의

금년도 2개소 4개면에 대해 교체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예산운용

-기
 계식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2개소에 대해 현재 철거 독려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공용주차장 확보대책

도시건설국장
■2017년 예산기준 세입예산은 55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5,940만원을 제외하고, 22억 9,460만원이 과태료 및 과징금, 주차료
등의 세입이며, 22억 9,46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또한 2016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정기준대수

(시설비), 교통지도단속(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

20대 이상인 경우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 기계식주차장의 신설 및 방치의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요금징수,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경비,

소지를 차단한 규정 마련 검토 중.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과 차선도색으로 사용하고 있음.

도시건설국장
■우리시 차량보유대수는 9월말 현재 81,350대 /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045면 / 공영노외주차장 6,303면 / 유휴지 88면 / 마을공동주차장 204면
으로 유동차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대우
증원 부지를 매입하였고, 신시장 주변, 옥동공영주차장 증축 등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300여면 확보하겠음. 또한,
학교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 주차공유사업으로 개방 유도하는 등 교통소통원활과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대원아파트 밑 주차장

태화동 양지빌라 옆 마을공동주차장

안기동(한화 4길) 마을공동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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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 정훈선 의원(10월 25일)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국장

킬러컨텐츠 발굴에 대한

■우리시에서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 중 킬러 콘텐츠는 단연, 엄마까투리임.

견해

■엄마까투리의 인기는 고 권정생선생 원작의 힘이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제작사의 끝없는 노력으로 고품질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도 각광받고 있음.
■지역뿐 아니라, 전국 브랜드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중이며 산업화도
확장 중임. 향후, 엄마까투리 이외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음.

초지관련

경제산업국장

- 국·공유지 초지

■초지는 조사료생산과 노동력 절감, 친환경 동물복지, 산지생태축산으로 역할과

대부현황, 초지 허가

기능을 하고 있음. 초지 276.2ha 중 국공유지는 96ha(국3ha, 산림청 41.6ha,

후 관리현황, 공유재산

시 51.6ha) 10농가가 대부계약하여 초지로 관리하고 있음.

관리관련

■초지 조성한지 40년 이상 지난 초지로 관리가 양호한 상급 초지 50ha, 중급 95ha,
부실한 하급 초지가 133ha로 초지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초지 보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하여 허가를 해지하도록 하겠음.

- 북후면 월전리 산74-2 초지가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초지에 잡목이 있었는데 출장복명하여
목장용지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
 기 초지는 25년이 경과된 초지로 관리가 부실한 경우 실태를 조사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지?
- 북후면 월전리 마을 주민들의 안전(수해, 생활민원)의 위험이 높은데 공익적 목적으로 회수 및 해지 할 수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북후면 월전리에 초지는 기 조성된 초지로 분할 측량 후 산림법시행령 제2조1항에
콘텐츠산업 육성발전계획

문화복지국장

의거 출장복명 없이 초지를 사실 지목인 목장용지로 변경한 것임(공간정보의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우리시는 다양한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분야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웹툰 : 제비원이야기, 별신의 밤, 간고디
-애니메이션 : 엄마까투리, 원이엄마, 고창전투
-실경뮤지컬 : 왕의나라, 부용지애, 이육사, 퇴계연가 등

■초지는 관리부서와 대부계약을 일원화하여 초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7년내 전수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음.
■초지를 공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통한 전문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창작자와

■공유재산 초지(목장용지)의 대부건수는 17건이며 대부금액은 3,089천원, 대부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문화관광단지, 3대문화권사업지구 등 주요관광지와

면적은 516천㎡, 대부계약기간은 5년임.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관리자 지정은

연계하여 지역콘텐츠를 기반한 산업 활동 추진에도 노력하겠음.

축산진흥과에서 하며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등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초지관리
근거법인 「초지법」간의 상충규정이 많으며 초지의 사후관리는 「초지법」에 근거
하므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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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030 도시기본계획 관리

도시건설국장

계획

■지난 5월 18일 승인된 목표연도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 기준계획인구
(210,000명) 감소이유

질문의원 : 김은한 의원(10월 25일)

자연적 증가인구 163,000명과 도청신도시 계획인구 10만명(안동 45,000명 /
예천 55,000명),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약 17,000명을
포함하여 총 28만명으로 최종 승인 받았음.
■수치상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와 비교했을 때 도청
신도시 계획인구를 제외하고 44,000명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국토
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지자체의 과다한 인구추정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 시 단계별 목표인구의 9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
적용하고, 목표연도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목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반영되었고, 확정되지 않은 국가산업단지 유발
인구, 주간활동인구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외되어 축소됨.

- 안동댐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가능한가

도시건설국장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231㎢중 68%인 158㎢를 해제하는 전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어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음.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해와 설득을 거쳐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역세권 개발 도시
계획에서 빠진 이유

도시건설국장
■ 우리시 옥동과 송하동 일원은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안동역사이전,
도청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 지역이며 도청신도시와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시장

원도심 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위치적 이점으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

2012.2.29. ~ 2015.12.30.

■당초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2015년까지 순환형

까지 순환형매립지

매립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현재

정비사업의 문제점 향후

사업준공이 2019년으로 지연되어 현재 반입폐기물은 일부 위탁처리를 제외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도시지역 편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선사항

나머지는 부득이 매립하고 있는 실정임.

■난 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터미널 남측과 북측

등 다방면으로 검토함.
■사업시행자가 없는 현 상황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의 부정적 의견으로 추진이 어려움 .
■성좌원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음.
■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수반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으로 추진 유도하겠음.

■최근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한 폐기물 전 처리시설에 대하여 일부업체의 제안이
있어 처리능력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음.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중에 발생되어 미처리된 가연성 폐기물 78,000톤은
현재 매립장 내 적재중이며 현재는 처리비용이 톤당 15만원 정도지만, 2019년
완공예정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처리할 경우 톤당 7~8만원이 소요되므로
차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준공 후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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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대 의회 활동 중 본의원이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의 재확인

분야

요지

추진현황(간략히 기재)

서현양돈단지 매입의 건

■안동시 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부결되었음
-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 매입요구 의뢰하였으나, 과다한
매입비용과 철거비용, 보상문제, 타 양돈단지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매입이 무산됨.

서현양돈단지(구제역 이후) 관
리 운영 방안 및 수자원과 연
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이
용방안

■악취발생 최소화와 가축분뇨 처리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오염문제, 방역관리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모범단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시설로는 42,000㎡의 인공습지와
주변 탐방로 등 수질개선과 함께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 ’17.7월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9월 착공하여 ’18. 9월 준공예정임.

축산

옥동 택지개발

도시

옥동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10.966㎢의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나 경북개발공사 등에서
공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며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임.
■민간에서 이마트주변 및 옥동, 송현동, 노하동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태화지구(이마트 남측) : 104천㎡
→ 2017.10.20. 제안서 제출
•옥동지구(8주공 서측) : 61천㎡ → 협의중
•송하지구(청구아파트 북측) : 176천㎡ → 협의중
•생명과학고 북측, 성좌원 주변 등 → 협의중
■추진현황
-’16.10.12. : 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
-’16.10.31. : 옥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
-’17.01.24. :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3회
☞ 사업시행자, 개발계획 없이 구역만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추진
-’17.05.22.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공람공고
-’17.08.3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17.09.11.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와 더불어 재정비(안)에 최소
한도의 공공공지 및 간선도로망 계획을 통하여 블록별
계획 유도와 개별 필지별 난개발 방지

분야

도시

공단

교통

수운
관리

요지

추진현황(간략히 기재)

늘어나는 옥동·송하동
도시개발수요에 대비한
집행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추진 계획

■추진현황
-’16.10.12 : 송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람공고 실시
-’17.0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17.06.01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17.08.3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병행하여 지정함과 더불어
- 재정비(안)에 최소한도의 간선도로망 계획을 통하여
블록별 계획 유도와 개별 필지별 난개발 방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방안
(하아그린파크, 백조공원, 단호
샌드파크)

■승마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글램핑텐트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고객유치를 위한 운영방법 시행.
■백조공원 서식지외 보존기관 등록은 불가능하여
백조개체 수 감소 및 공원 운영인력 축소 등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 하겠으며 전시, 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음.

주차장 관리의
효용성과 기대효과

■읍·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적발건수 : 146개소
- 원상회복 명령 통지 : 35개소
- 명령 미이행 : 27개소
- 원상회복 완료 : 8개소
•향후계획 : 146개소 우선 조치 후 미적발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
■2017년도 주차장 확보 실적
- 웅부공원 앞 구 대우증권부지 매입 추진
- 옥동공영주차장 증축 설계 용역 진행 중
-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 54면

수운관리사업소 도선, 농선
운항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행정선과 도선운행을 중단하고
수익자(원인행위기관, 혜택을
보는 단체)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예산 및 운영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견해

■운영개선을 위하여 수자원공사가 직영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합의되지 못하고, 매년운영비 13억〜11억을 지원받고
있음.

수운관리사무소 운영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

■관공선 11척에서 9척으로 감축 운영으로 예산 절감
■도선운항 노선 4개에서 2개로 통합 운영으로 인력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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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요지

추진현황(간략히 기재)

안동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12.02.29. ~
’15.12.30.)의 3년 9개월간의
성과와 환경부 지침의 문제점.
중간위탁방식의 문제점
(SRF 처리방식의 문제점)

■환경에너지타운 사업지연으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후 폐기물 일부 위탁처리 후 나머지는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실정임.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한 민간업체의 제안이 있었으나,
생활폐기물처리 자격조건에 부적합하여 사업추진 유보.
■2019년 완공예정인 환경에너지타운에서 폐기물 처리.
■SRF는 폐기물 순환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시설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발열량이 낮아
수요처 확보가 어려움.

순환형 매립지의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와 환경 관리공단의
향후 정책 개선방안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
78,000톤은 2019년 준공 예정인 환경에너지종합
타운에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함.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
타운의 현주소와 민간제안
(BTO)방식의 전국적 실패
사례와 개선대책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건설공사 진행 공정률 13%로
2019년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BTO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직접운영하면서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단투자 방식을 의미함.
■낮은 폐기물 처리단가로 예산절감을 기대.

안동 광역매립장 폐기물
처리와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후 현주소와 대책방안

■환경에너지타운 사업지연으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후 폐기물 일부 위탁처리 후 나머지는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실정임.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한 민간업체의 제안이 있었으나
생활폐기물처리 자격조건에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을
유보함.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
78,000톤은 2019년 준공 예정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에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함.

청소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관련사항

정부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비 그간 안동시의
준비사항과 선제적 대응현황

관내폐기물처리장현장지도.
점검단속 및 문제점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남아있어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임.
■향후, 재활용 자원의 증가와 인구증가 추세 등을 검토
하여 추진.

질문의원 : 김한규 의원(10월 26일)

강남중학교 유치 관련

시장
■강남중학교 유치 계획에 대하여 안동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인 면담과 용역보고회 등으로 추진하여 왔음.
■학교부지 기부체납에 대하여 부지물색 결과 시소유 적정 부지가 없어 앞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음.

■법 제정 이전인 2010년부터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건설 중에 있으므로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음.

■성희여고 재단과 병설중학교설립 제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였으나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110개소 운영으로 관련 사고와
사건, 민원신고 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업장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음.

■경안여중을 강남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경안재단과 협의할 의향에 대하여

중학교 전환은 불가함.
■중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안동교육지원청, 성희여고, 대원교육재단과
여러번 면담과 연구용역 보고회도 개최함.

재단 이사회가 해산되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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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부시장

제도적인 문제점과

■현행 농작물보험제도가 지역할증제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대책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역할증제 등의 문제점을 적극

질문의원 : 손광영 의원(10월 26일)

검토하여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음.
■이외의 문제점 또한 개선될 때까지 지속 건의하겠음.

강남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지금 설계중에 있는 영호대교 건너 직진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도로에 주차하던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의향은?
도시건설국장
■도심 내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도서관 옆 부지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인근지역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 양방향에 노상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
■인근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 후 점진적 주차장 설치.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시장

역할과 운영 전반의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고유문화발전과

실적과 개선방안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25일에 설립.
■현재 재단이사장(비상근, 무보수) 1명을 포함 총 5명의 인력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새생활 문화운동, 어린이선비단 업무와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할매할배의 날 인성교육 특별강좌를 추진하고 있음.
-2015년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어린이선비단 운영(70명),
새생활문화운동(60명)
-2016년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어린이선비단 운영(247명),
새생활문화운동(170명)
-2017년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어린이선비단 운영(220,
새생활문화운동(5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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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하여 물질만능주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조속한 상가 조성을 위해 미착공 소유자에게 상가시설 건축을 유도하고 미분양

유교적 인문가치의 대안 모색과 선도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

숙박시설 부지의 분양 노력.

■재단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각 사업별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음.

■숙박시설계획은 호텔 3개소, 가족호텔 1개소, 콘도 4개소이며, 민자유치로
2012년 리첼호텔 2015년 그랜트호텔이 준공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
■금년 8월 700억 투자하는 워터파크 사업계획으로 종합휴양문화시설 부지가

건축과 건축인력 조직

시장

매각되어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분양과

운용 계획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로 각종 건축민원 중가하고 있으며, 131단지 32,109

조기건축을 위해 관광공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음.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관리와 한옥 관련 사업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
■금년 1월 한옥팀을 신설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였고, 11월초
신규직원 2명을 발령할 계획이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하회마을 관람료 통합

부시장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함.

징수 방안

■관람료 통합징수방안은 주차요금과 세계탈 박물관 관람료, 하회마을 관람료를
일원화하여 5,000원으로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0월 2일 (사)하회마을보존회 이사회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안동문화관광단지

부시장

공공시설물 활성화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유교랜드 단체관람객 유치를

■통합 후 관람료 배분은 셔틀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문화재보호기금

방안·안동문화관광단지

위한 각종 기관단체와 MOU를 확대 체결하고 백일장, 하이마스크 공연 등 각종

10%공제 후 안동시와 보존회 각 50%씩 배분하고, 안동시수입금에서 하회

민자유치 계획 방안

행사를 개최하여 단체 관람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전국단위박람회 참가 및

세계탈박물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임.

있음.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유교랜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음.
■또한, 온뜨레피움의 동물체험장, 생태체험장 등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어린이
집과 유치원 타겟 마케팅을 추진하겠음.
■단지 내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가시설이 미비함.

하회마을 승마체험장

부시장

조성 방안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승마체험장 조성은

상가시설 8필지 분양은 완료되었고, 1곳은 운영 중이며(몽뜨레세프) 3필지는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현재 기관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중이며,

건축허가 중이며, 1곳은 공사 중임.

(사)하회마을보존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을 얻게되면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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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하회마을 관광객

부시장

서비스를 위한 활성화

■하회마을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모차와

방안

질문의원 : 이재갑 의원(10월 26일)

휠체어, 우산 무료 대여 및 콤프레셔 비치, 외국인을 위한 통역사 및 문화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과 한복착용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및 한복체험을 위한 대여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식당 등 상가의 친절과 청결유지로 관광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하회별신굿탈놀이

부시장

상설공연 개선방안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매년 4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214회 공연하고 있음.
공연기간은 매주 수, 금, 토, 일 4회이며 7~9월에는 개목나루터에서 매주
토요일 야간 1회 공연과 특별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음.
■주중 공연은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회원 대다수가 직장인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연팀 구성에도 애로가 있음. 상설공연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동아리 발굴,
육성에 노력에 노력하겠음.

공동주택 단지 변전 시설

도시건설국장

보유 아파트 전기요금

■한전으로부터 고압전력을 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단지

제도 불합리, 제도

변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계량기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개선방안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아닌 관리주체(입주민)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음.
4차산업 전반에 관하여

시장

(드론, 빅데이터, 소프트

■우리시도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분야별로 조금씩 추진하고 있음. 문화와 관광

태화동 브라운스톤,

도시건설국장

웨어사업, AI, 로봇,

부분에서는 옥연정사 VR콘텐츠, 유교랜드 가상체험 콘텐츠, 미디어파사드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 및

■태화동 브라운스톤의 하자 보수를 일부 완료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인공지능) 등

등을 제작하였고, 소프트웨어의 교육과 진흥을 위해 매년 안동대산학협력단과

- 4차산업진흥센터 설립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ICT/SW 관련 기업과 학생교육, 전문가포럼 및 학계

입주민 불편 해소 방안

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단지 간 횡단보도 설치 시 e편한세상
1단지와 2단지 공동관리가 가능함.
■군인아파트 앞까지 우회전 가변차로 1차로 신설 추진 중.
■도로확장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예정.

운영 관련(민간중심
운영)
- TF팀 구성에 대해서

세미나 등을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음.
■농업분야는 밭농업 로봇실증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포항로봇융합
연구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드론은 향후 산림방제, 국토조사, 관광DB, 시설물 진단, 통신, 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기대가 있어 현재 “드론산업 환경조사 및 추진방안”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점진적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음.
■빅데이터 또한 2016년 안동시 CCTV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데이터분석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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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활용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맞고 이용에 용이하도록 빅데이터 구축에

로컬푸드 필요성과

부시장

노력하겠음. 민간주도 4차 산업진흥센터 설립은 현재 열악한 지역의 인프라

활성화에 관한 대책은?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로컬푸드사업의 중요성에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 TF팀
구성은 우리시 업무를 우선하여 전담부서와 조직기구 개편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대해 충분히 공감함.
■현재 안동은 행복장터, 안동농협 파머스마트, 와룡농협 직판장 등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로컬푸드 판매유통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관련 공간과 운영주체,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예정.

3대문화권 운영 활성화

부시장

용역 문제

■3대문화권사업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하여 2016년 5월 9일 ~ 2017년 8월 8일 진행하였으며, 2017년 1월 26일 중간
보고회와 2017년 7월 18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하였음.
■3대문화권에 관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은 운영 조직구성, 관리비, 수입창출,
우리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임.
■운영체계는 사업성경의 유사성과 위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 파크, 선성현 문화단지는 통합운영하고, 유림문학 유토피아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은 별도로 위탁 운영할 계획임.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은 수정허프모델, 국내 유사 시설과의 비교, KDI(2011년)의
WTP(지불의사 결정기준)등을 참고로 산출한 결과, 5개 사업장에 연간 65만명이
방문하여 약 40억 원의 매출발생을 추정, 관리운영비용은 연간 약 63억 원으로
예상되어 추가 필요 예산은 약 23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음.
■사업 운영 방안으로 선도사업 부지 내 숙박시설 민자유치와 통합운영관리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시행예정이며 민간위탁사업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음.

■지역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병원, 요양시설, 학교급식 등을 조사하여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보건소, 등 관련부서 자료활용).
■11월 중순에 완료예정인 안동시 로컬푸드 할성화를 위한 컨셉설계 및 네트워킹
구축 용역 결과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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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사일정
◦ 2017. 02. 02. 		

제18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03. 09. 		

제18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03. 2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05. 10. 		

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06. 07. 		

제18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06. 13.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 의사일정
◦ 2016. 08. 31.

제18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6. 10. 14.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2016. 10. 14.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6. 11. 16.

제184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6. 12. 02.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12. 02.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12. 14.

제18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6. 12. 14.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016. 12. 2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07. 11. ~ 07. 13. 타 시군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 실시
◦ 2017. 08. 18.		

제19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09. 0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10. 17.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10. 17.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2017. 11. 09.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12. 01.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12. 01.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12. 14. 		

제19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7. 12. 14.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18년 의사일정
◦ 2018. 01. 25. 		

제19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8. 03. 09. 		

제19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8. 03.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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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사일정
◦ 2017. 02. 13. 		현장방문(안동영어마을, 강변체육시설,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등)
◦ 2017. 03. 22. ~ 03. 2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0건 심사
◦ 2017. 03. 23. ~ 03. 26.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
◦ 2017. 03. 29. ∼ 03. 31. 선진견학(문화관광 정책 우수지역–아산시 지중해 마을,

총무위원회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등)
◦ 2017. 05. 19.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0건 심사

◦ 2017. 06. 13. ~ 06. 1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외
11건 심사
◦ 2017. 09. 04. ~ 09. 0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7건 심사

2016년 의사일정

◦ 2017. 09. 20. ~ 09. 21. 선진견학(문화관광 정책 우수지역–울산 고래문화마을, 부산
초량 이바구길 등)

◦ 2016. 09. 05. 		

안동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심사

◦ 2016. 09. 06. ~ 09. 07. 	현장방문(종교타운 조성사업현장,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상황
점검 등)
◦ 2016. 09. 21∼ 09. 22. 	선진견학(출산·보육정책우수지역-해남군청, 영암군청, 무안군청,
광양시청)

◦ 2017. 10. 27.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9건 심사

◦ 2017. 11. 21. ~ 11. 22.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8년도 업무보고
◦ 2017. 11. 23. ~ 11. 30.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7. 12. 11. 		

2018년도 예산안 외 10건 심사

◦ 2017. 12. 2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 심사

◦ 2016. 10. 2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2건 심사
◦ 2016. 11. 22. ~ 11. 23.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7년도 업무보고
◦ 2016. 11. 24. ~ 12. 01.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6. 12. 09.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7건 심사

◦ 2016. 12. 20.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
심사

2018년 의사일정
◦ 2018. 02. 08.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안 외 4건 심사

◦ 2018. 02.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3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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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2017년 의사일정
◦ 2017. 02. 13.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

◦ 2017. 02. 14.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외 3개소)

◦ 2017. 03. 02. ~ 03. 04.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서울 희망제작소, 당진 백석마을 외)
◦ 2017. 03. 22. ~ 03. 2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6건 심사
◦ 2017. 05. 19.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1건 심사
◦ 2017. 06. 13. ~ 06. 16. 	201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4건 심사
◦ 2017. 09. 04. ~ 09. 0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6건 심사
◦ 2017. 09. 13. ~ 09. 15.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원주푸드종합센터,

2016년 의사일정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외)
◦ 2017. 10. 27. 		

◦ 2016. 09. 05.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심사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외 18건 심사

◦ 2017. 11. 21. ~ 12. 11. 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 심사
◦ 2017. 12. 2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심사

◦ 2016. 09. 06. ~ 09. 07.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약용작물이용 블랙푸드 가공지원시설외 7개소)
◦ 2016. 10. 21.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 심사
◦ 2016. 12. 09.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4건 심사

◦ 2016. 12. 2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5건 심사

2018년 의사일정
◦ 2018. 02. 08.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

◦ 2018. 03. 23. ~ 3. 2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7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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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3개반 29명(의원18, 직원11)
•감사기간 : 2016.11.24. ∼ 2016.12.1.(6일간)
•대상기관 : 본청(30), 직속기관(2), 사업소(10), 읍면동(4),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건의사항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분

계

계

586

의회운영
위원회

(단위:건)

시정

촉구
48

8 의회사무국

건의
203

1 의회사무국

비고
335

2 의회사무국

5

계

15

계

46

계

223

실·단

4

실·단

17

실·단

48

문화복지국

9 문화복지국

24 문 화 복 지 국

79

284 경 제 산 업 국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

9

보건소

27

사업소

48

면·동

12

계

107

2016년 의사일정
총무위원회
◦ 2016. 10.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6. 10. 2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12. 16.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12. 2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건소

1

보건소

사업소

1

사업소

면·동
계

2017년 의사일정
◦ 2017. 03. 2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06. 2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09. 0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12. 18.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 12. 2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
위원회

면·동
32

계

2

3
155

문화복지국

5 문화복지국

12 문 화 복 지 국

8

경제산업국

14 경 제 산 업 국

53 경 제 산 업 국

30

도시건설국

7 도시건설국

55 도 시 건 설 국

44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

9 농업기술센터

8

294

사업소

3

사업소

10

사업소

7

면·동

1

면·동

8

면·동

9

2018년 의사일정
◦ 2018. 03. 2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시설관리공단

1 시설관리공단

8 시설관리공단

1

209

2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3개반 28명(의원18, 직원10)
•감사기간 : 2017.11.23. ∼ 2017.11.30.(6일간)
•대상기관 : 본청(31), 직속기관(2), 사업소(10), 읍면동(4),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건의사항 현황
구분

계

계

498

의회운영
위원회

총무위원회

(단위:건)

시정

촉구
77

4 의회사무국

200

2 의회사무국

비고
221

의회사무국

2

계

47

계

51

계

123

실·단

8

실·단

17

실·단

26

문화복지국

20 문 화 복 지 국

27 문 화 복 지 국

38

221 경 제 산 업 국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

5

보건소

9

보건소

1

보건소

16

사업소

10

사업소

5

사업소

24

면·동

1

면·동

14

계

96

면·동
계

산업건설
위원회

건의

28

계

149

문화복지국

3 문화복지국

9 문화복지국

4

경제산업국

12 경 제 산 업 국

47 경 제 산 업 국

28

도시건설국

8 도시건설국

58 도 시 건 설 국

40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

6 농업기술센터

4

273

사업소

2

사업소

12

사업소

5

면·동

1

면·동

9

면·동

11

시설관리공단

1 시설관리공단

의정활동
단신

8 시설관리공단

4

•의정활동 단신 2016
•의정활동 단신 2017
•의정활동 단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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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단신

의회보

의정활동 단신 2016
▒ 제10회 전국한시백일장

▒ 대구경북능금농협 APC 준공식

인정받고 공헌하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한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 13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1일 오전

측면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오전 10시 30분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11시 남후면 무릉리에서 열린 대구경북능금농협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한시백일장에 참석하여 사라져가는 한자

APC 준공식에 참석하여 유통센터 준공으로 지역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출하와

함께해 온 한시를 계승·발전시키자고 말했다.

마케팅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12일

있는 종교타운 조성사업 현장, 중앙선 복선화에

전했다.

오후 2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안동시

따른 역사·폐선부지 활용계획 예정지 등 17개

중구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전에 참석하여 지역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발굴과 활성화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펼쳤다.

▒ 제27회 새마을 주부백일장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 19일

▒ 제7회 경상북도유림서예대전/시상식

▒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9월

▒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전 참석

6일부터 7일까지 안동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오전 10시 30분 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27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2일

새마을 주부백일장에 참석하여 참여자 모두가

오전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7회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우수한 작품들이

경상북도유림서예대전/시상식에 참석하여 예술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경상북도의 예술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17일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기탁)는

문화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며 수상의 영예를

오전 11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안동시 통합방위

9월 6일~7일, 2일간 일정으로 ▲농업회사법인

안은 입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협의회에 참석하여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주)풍산, 농업회사법인 (주)니껴바이오, 농수산물

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도매시장(수산물유통센터)등 농업 관련 사업장을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돌아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장별 현황 및

당부했다.

애로점 등을 보고받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 통합 안동시체육회 창립 총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 20일
오후 4시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 안동시

▒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

체육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여 통합 안동시체육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3일 오전

출범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시민들의 권익

11시 안동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안동시의회

신장과 체육 문화발전에 기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안동역 화학탄 낙하에 따른 종합훈련 참관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의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23일

시간을 가졌다.

오후 4시 안동역에서 열린 안동역 화학탄 낙하에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8일 오후

따른 종합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시 30분 애명복지촌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 21일
오전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상

▒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안동시의회 문화·관광정책연구회 회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입소자들과 따뜻한 시간을

▒ 바르게살기 건전생활실천대회

보냈다.

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10일

자치발전과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오전 10시 30분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30일

논의 했다.

안동시의회 문화·관광정책연구회 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바르게살기

하여 안동시 문화·관광의 발전과 현안 사항에

건전생활실천대회에 참석하여 바르게 보고 생각

안동시의회문화·관광정책연구회(회장김대일)는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작은 규범부터 실천해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들과 지난 9월 9일 안동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에서 안동 문화·

▒ 제82주년 수방의 날 행사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 22일 오전
11시 용정교 북단에서 열린 제82주년 수방의 날

▒ 안동학 포럼 참석

▒ 안동시의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 회의 개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형

▒ 제18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행사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8월 10일 오후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활동과 지역사회

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안동학 포럼에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일 오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하여 포럼을 통하여 안동문화가 세계에서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관광 산업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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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상근 의원 선출

의회보

▒ 제5회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축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10월 20일 열린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오전 11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제6회 서부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근 의원, 예결위

안동간고등어 축제에 참석하여 시민 모두가 단골이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4일

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부위원장에는 김경도 의원을 선출했고, 임기는

되고, 싸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오후 3시 탈춤공원에서 열린 저전농요 시연에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의

2017년 6월 말 까지이다.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간을 갖는다.

▒ 2016 경북글로벌 백신산업 포럼 참석

▒ 2016 안동한지축제 개막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2일

▒ 저전농요 시연 참석

▒ 전국내방가사 경창 대회 참석

오전 11시 안동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안동시

▒ 제5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9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3일 오후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5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3일

오전 9시 리첼호텔에서 열린 2016 경북글로벌

7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2016 안동한지축제

10시 30분 웅부공원에서 열린 전국내방가사

오전 11시 30분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백신산업 포럼에 참석하여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개막식에 참석하여 안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창 대회에 참석하여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이

세계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과 인류

전통문화유산과 한지 콘텐츠를 접목해 세계적인

고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고 말했다.

‘건강 100세 행복 100세’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화합 한마당 & 탈놀이 대동난장 참석
▒ YWCA 안동생명꿈나무 돌봄센터 개소식

▒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6일

▒ 새마을 며느리봉사대 사랑의 어르신 섬기기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0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9일

오후 4시 탈춤공원에서 열린 시민화합 한마당

결연행사

오후 2시 안동생명꿈나무 돌봄센터에서 열린

오후5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16 코리아 세일

& 탈놀이 대동난장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4일

YWCA 안동생명꿈나무 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여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하며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오전 11시 안동 두리원웨딩홀에서 열린 새마을

하여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간에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봉사대 사랑의 어르신 섬기기 결연행사에

▒ 2016 경상북도마을이야기 박람회 참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7일

참석하여 노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효를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오전 11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16 경상북도

▒ 제1회 도지사기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6 및 제45회 안동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석하여 볼거리, 먹거리,

▒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용상분관 증축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1일

민속축제 개막식

이야기거리가 있는 마을 문화를 관광산업에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4일

오전 10시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30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트랜드로 이끌어 나가

오후 3시 안동도서관 용상분관에서 열린 경상

도지사기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오후 6시30분 탈춤공원에서 열린 안동국제탈춤

자고 말했다.

북도립안동도서관 용상분관 증축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

페스티벌 2016 및 제45회 안동민속축제 개막식에

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치자고 말했다.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9월 22일 오전

▒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축하의 뜻을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안동시 수산물도매시장 준공식 참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1일

▒ 안동댐준공 40주년 기념행사

오후 2시 풍산읍 노리에서 열린 안동시 수산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18일

도매시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한

오전 11시 안동댐 달맞이공원에서 열린 안동댐

11시 봉화농어업회의소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4일

수산물을 공급하여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지역

준공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이제는 댐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오전 10시 탈춤공원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변의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확대 개발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을 위해

밝혔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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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 안동국제

의회보

▒ 길안천 지키기 100일 맞이 시민 호소문 발표

제4회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방안을 모색했다.

탈춤페스티벌 발전 방안 논의

2016년 10월 26일 이재갑·손광영·김호석·

전통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다양한

안동시의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회장 김대일)는

김경도 의원은 길안천 지키기 100일을 맞이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9일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축제 관계자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들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발전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안동시민을 대변하여 길안천 취수 반대에

난상 토론을 벌이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축제

대한 1인 피켓시위를 거치는 동안 여러 단체에서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일

행사에 참석하여 안전한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동참해 주신 내용과 100일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오후 1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앞에서 열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관계자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지방정치권과 수자원공사의 반성을 촉구하며, 안동

안동·광명시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석하여

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9일

▒ 안동·광명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오전 11시 소방서에서 열린 제54주년 소방의 날

▒ 자매결연 안동함 함정공개행사 참가

▒ 제7회 경북신장장애인 복지대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0일

▒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016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행사 참석

▒ 2016년 안동시 이·통장 교육 참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0일

오전 11시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제7회 경북신장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6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3일

오전 10시 50분 동해시 해군 제1함대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인식

오전 11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16 경상북도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16년 안동시

자매결연 안동함 함정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장병

개선사업, 자활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자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이·통장 교육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들을 위문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로를 다각화시키고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했다.

▒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8일

▒ 호국영령 추모제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4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5일

오전 11시 충혼탑에서 열린 호국영령 추모제에

오전 11시 고령군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영령들의

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충의와 위훈을 기렸다.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3회

▒ 안동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참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1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오전 10시 30분 시민회관에서 열린 안동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모교육에 참석하여 아이들을

▒ 2016 장애인 직업재활의날 기념식

▒ 2016 경상북도 사랑의 끈 연결운동 참석

▒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8일 오전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6일

11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6 경상북도 사랑의

오전 11시 안동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안동시

끈 연결운동에 참석하여 사랑의 끈 연결에 사회

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많이 놓고 잘 키울 수 있는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일

지도층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 당사자 중심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의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오전 11시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 열린

복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을 가졌다.

2016 장애인 직업재활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 제1회 노인회 안동시지회 분회별 파크골프대회 참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25일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문화관광단지 내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노인회 안동시지회 분회별 파크골프대회에

▒ 중앙신시장 제4회 상인대학 졸업식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1주년 기념식 및

▒ 제77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국제학술대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7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8일 오후

오전 11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제77

1시 30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조국

참석하여 노인층 여가활동문화 개선을 위해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일

세계 기록유산등재 1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 상인회 교육장에서 열린 중앙신시장

대회에 참석하여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보존

영원히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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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백신연구소 경북 안동분원 개소식

오후 1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안동시

2016년 12월 9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농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18일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수료식에 참석하여

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제정과 관련하여 관내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14일

오전 11시 탈춤공원에서 열린 2016 안동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조합관계자들과 관계 공무원간 간담회를 통해

오후 2시 풍산바이오 벤처플라자에서 열린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시민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위주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유통 마케팅

국제백신연구소 경북 안동분원 개소식에 참석

위주의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하여 축하인사와 함께 글로벌 백신산업의 메카로

수급조절과 소득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

안동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9일

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제정해야

가자고 말했다.

출범식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안동시

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1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하여, 주민

오전 8시 30분 시청 현관에서 열린 희망 2017

자치센터 간 경험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민 자치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달기 및 출범식에 참석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9일

오전 11시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경북시군

했다.

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두리원웨딩홀에서 열린 2016년 자활

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지역 자활사업을

발전과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들과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논의했다.

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달기 및

▒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 안동시민과 함께 하는 김장 나눔의 날 행사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1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1일

오전 9시 서후 환성창고에서 열린 2016년산 공공

오전 10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

비축미곡 매입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동시민과 함께 하는 김장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 제184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1일

▒ 2016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 2016년 자활보고대회

뜻을 전했다.

▒ 제184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종합사회복지관 제20회 사은의 날 행사

오후 2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4회

오후 3시 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종합사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열어 각종 안건을

복지관 제20회 사은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자원

처리한 후 폐회했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8일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나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오후 1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16년 구세군

문화 확산을 위해 안동시의회가 함께 동참하

심의했다.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자선

겠다고 말했다.

▒ 노인대학 및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4일

▒ 안동시 장애인 부모회 송년의 밤 행사

오전 11시 노인회 안동시지회에서 열린 노인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8일

대학 및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오후 5시 묵향에서 열린 안동시 장애인 부모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의 행복지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농가소득 안정화를
▒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수료식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1월 25일

위한 해법 제시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회장 이상근)는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19일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4회 안동시의회

냄비 모금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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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단신 2017
▒ 새해 충혼탑 참배

▒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

교육청 교육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한 현안

▒ 안동시의회 문화·관광정책연구회, 안동의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2일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1월 23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 체제로 경북

문화·관광과 청년 문제 토론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새해를 맞아 정하동 소재 충혼탑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회장 김대일)

현장에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

전사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다.

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2017년 신년인사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5일

▒ 안동시재향군인회 제58차 정기총회

는 지난 2월 21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현장 방문

안동의 문화·관광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안동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3일 안동대학교

해결책을 제안하며 능력있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영어마을, 롤러경기장, 개목나루 안동댐 일원

고향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창업

오전 11시 리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신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24일

등 6곳의 현장을 다니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인사회에 참석하여 안동시 상공인들과 각 기관

오전 11시 안동체육관 연회장에서 열린 안동시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단체장 등 400여명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에게

재향군인회 제58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안보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안동을 만드는데 함께

더욱 굳건히 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 안동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기탁)는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22일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4일 길안천 고향의

오후 4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린 안동시 여성

김성진의 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7일

강 정비사업장,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개발종자

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크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보급센터, 안동하수처리장 등 3개 사업장을 방문

작은 행사와 봉사·나눔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오전 12시 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닭고기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시민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제시된 의견 및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듯이, 앞으로도 모두가

소비촉진 무료시식행사에 참석하여 닭고기의

들과 소통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적극

하나 된 마음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

안전성을 홍보하고,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영한다고 밝혔다.

해지는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행복 안동을

노력하자고 말했다.

▒ 2017년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
▒ 닭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행사

만드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란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12일

▒ 제18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안동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결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2월 7일 오후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2월 15일 제186회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22일

했다.

주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한

오후 2시 안동종교타운에서 열린 안동종교타운

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화성·목성공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종교타운이

위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안동의 이색

오후 4시 안동물문화관에서 열린 안동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 6·25 참전유공자 안동시지회 정기총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월 13일

오전 11시 만남의광장에서 열린 6·25 참전
유공자 안동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오전 11시 20분 안동회관에서 열린 박약회
안동지회 총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희망찬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장 협의회 참석

▒ 안동종교타운(화성·목성공원) 준공식

관광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8일

▒ 박약회 안동지회 총회 및 신년인사회

다고 전했다.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21일

▒ 3·1절 타종행사 및 만세 재현 행사 참석

오전 11시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28일

열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오후 5시 30분 웅부공원에서 열린 3·1절 타종

정유년을 맞아 박약회의 번영과 시민 모두의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2월 9일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시·

행사 및 만세 재현 행사에 참석하여 선열들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유교랜드에서 열린 경상북도

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위업과 독립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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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의회보

▒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3일 오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16일

10시 안동회관에서 열린 안동시이통장연합회

오전 10시 30분 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올 한해도 민·관 가교역할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6일

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 및

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만학에 동참한 어르신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고

오전 10시 안동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2017

선수단을 격려했다.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뢰받는 노인상 확립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년도 춘계영농강습회에 참석하여 농업현안에

노인대학 운영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근간인 농업이 발전

▒ 안동시의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3월 7일 안동소방서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28일

▒ 2017년도 춘계영농강습회

오후 6시 영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경북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되도록 앞으로도 정책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2일

말했다.

오후 6시20분 고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대회의실에서 주요 소방업무 관련 청취를 한 후

개소식 참석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슴압박법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20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오전 10시 안동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

행사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경북 지방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개소식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17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상황에 맞닥뜨렸을

참석하여 이번 경북북부사무소 개소로 낙후된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5월 10일 오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경북북부지역에 중소기업 정책 불균형이 해소될

안동중앙신시장 청년상인 창업점포 오픈기념

10시 30분 안동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동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교육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하여, 개점한 10명의 청년 상인들을

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

응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현실적인 청년

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

창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론의 시간을 가졌다.

널리 확산되어 안전 도시 안동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제18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봉축법요식에 참석하여 모든 시민과 불자의

▒ 안동중앙신시장 청년상인 창업점포 오픈기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3월 21일 오후

▒ 민방위 대장 특별교육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7일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했다.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민방위 대장 특별
교육에 참석하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 안동시성균관유도회 정기총회

▒ 제37회 경상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20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12일

오전 11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오후 6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안동시

경상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행정기관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29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오전 11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안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성균관유도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신도청

말했다.

시대를 맞아 안동시와 안동성균관유도회 발전을

▒ 새마을지도자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참석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3월 13일
오전 9시 30분 낙동강변 둔치주차장에서 열린

▒ 안동YWCA 20주년 기념예배

▒ 제7회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 대회

▒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개강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16일

▒ 도산별과 재현 행사 참석

오전 11시 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안동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21일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개강식에 참석하여

오전 10시 도산서원에서 열린 도산별과 재현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에 참석하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4월 4일

행사에 참석하여 조선시대 유일하게 지방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많은

자원 재활용과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서 온

오전 10시 30분 안동YWCA회관에서 열린 안동

본 대과(大科)시험인 도산별과의 가치를 재조명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나눔실천을 위해

YWCA 2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축하의

하고, 나아가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

동참했다.

인사를 전하고, 봉사와 나눔으로 앞으로도 지역

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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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장연합 글로벌명품시장 비전선포식

의회보

시군구의장협의회에 건의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17일
오전 11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구시장연합

▒ 안동향교 기로연 행사

▒ 안동 마이스 관광 발전전략 포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7일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6월 12일 오후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안동

2시 본회의장에서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했다.

글로벌명품시장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전통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30일

마이스 관광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침체된 안동 구도심 상권 회복을

오전 11시 안동회관에서 열린 안동향교 기로연

문화와 세계유산도시 안동만의 차별화된 관광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전통 민속 문화

▒ 안동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 참석

계승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석했다.

▒ 도청신도시 조기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19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14일

▒ 시각장애인 건강증진대회 및 경로행사 참석

오전 11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새마을 여인상
시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에 참석하여

오전 10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각

화목한 가정이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며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31일

장애인 건강증진대회 및 경로행사에 참석하여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오전 11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점자블럭, 복지관 리프트 등 시각장애인들을

지역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4분기 자문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통일 및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민주평통 2/4분기 자문회의 정기회의

오후 2시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도청신도시
조기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도청이전

▒새
 마을 여인상 시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8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5월 18일
오후 7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안동대

▒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

▒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 한마당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6월 14일 오후

▒ 안동시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

▒ 상권활성화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방안 모색

6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북·전남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2일

정책토론회

도의회 상생발전 화합 한마당에 참석하여 소통과

되짚어 보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탈춤경연장에서 열린 안동시의용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8일

화합의 시간을 갖고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에

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시민의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철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5월 22일 오후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드는

원도심활성화는 역사부지 활용에 달렸다며 심도

2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8회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북도청 중심도시에 맞는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15일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대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오전 10시 저전동농요전수교육관에서 열린는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행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안동저전동농요 정기발표회에 참석하여 관람

▒ 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달라고 말했다.

▒ 안동시의회 김성진 의장, 국가정책사업 운영비
국비지원 입법 청원문 채택

하고, 정기 공연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은

▒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 2017 낙동강 물빛문화축제 개막식

▒ 안동저전동농요 정기발표회

김성진 의장은 2017년 6월 9일 오후 1시 대구

물론 지역문화 선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년 5월 23일 울릉도에서 열린 제255차 경북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6월 2일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에 참석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에서는 김성진

오후 7시 강변 다목적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하여 지방분권 추진 현황과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안동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국가정책사업 운영비

2017 낙동강 물빛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추진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국비지원 입법 청원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친수공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빛

지방분권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회장 이상근)는 6월

특히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며

축제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 모두

21일 오후 3시 안동시청 청백실(대회의실)에서

국가정책사업 추진시 운영비를 지원 하여 사업이

우리의 공간을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경쟁력을

원활히 추진되고, 지방도 발전 할 수 있도록 전국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약용산업 발전방안

높이기 위한 ‘약용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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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하여 안동의 약용산업에 대해 냉정하게

오전 10시 40분 길안천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이해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10주년 맞이 기념식수 식재 행사에 참석하여

김성진 의장은 2017년 7월 26일 청도 그레이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15일

과학적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CC 회의실에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하여 시군 의회간 의견교류의 장을 가졌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다.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수요회 2017년 상반기 정기회의

▒ 제83주년 수방의 날 행사

▒ 안동시 4-H 야외교육

▒ 안동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김성진 의장은 2017년 6월 21일 오전 11시 묵향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18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31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동수요회 2017년 상반기

오전 10시30분 용정교 북단둔치에서 열린 제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안동시4-H

오후 5시 웅부공원에서 개최되는 안동 평화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83주년 수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야외교육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미래

소녀상 제막식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의견을 나눴다.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공헌에

농촌에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지역

줄 것을 당부했다.

▒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 2017년 국토사랑 백두대간1일종주 사랑의공동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6월 21일 오후
2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9회

▒ 3/4분기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재난방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준공식

김성진 의장은 2017년 8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모금 해단식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3/4분기 안동시통합 방위협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21일

김성진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2일

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안보와 현안사항에 관해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오전 10시 30분에 금소생태공원에서 열린 길안천

2017년 국토사랑 백두대간 1일종주 사랑의공동

의견을 나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모금 해단식에 참석하여 우리국토사랑이 산악

인사와 함께 새로운 수변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등반문화 대중화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과 상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4일

관광객들을 위한 안락한 휴식처가 되길 기원

하며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안동농협에서 열린안동농협

한다고 전했다.

▒ 안동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행복은 물론 안동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안동터미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준공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어

▒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버스3사 파업에

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교육수료 후 가정의

▒ 의원전체 간담회

따른 긴급 간담회 개최

집행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21일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기탁)는

오후 2시 안동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2017년 8월 14일 오후2시 위원회회의실에서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편리한

최근 안동시 버스3사 파업에 따른 현황과 향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18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4일

대중교통시스템이 지역경쟁력인 만큼 도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안동지식재산센터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17년 양성평등

교통망과 공용주차장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그간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나선 공무원들

경북IP창업 ZONE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주간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성평등은 여성만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보조금 지원은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2017년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안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사회적기업 10주년 맞이 기념식수 식재 행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5일

▒ 안동지식재산센터 경북IP창업 ZONE 개소식

미봉책에 불가하며,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 경북기록문화연구원사무실 개소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7월 25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제2차 노인지도자양성교육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22일

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국학진흥원에서 열린 노인지도자양성교육에

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민간기록의 디지털화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복경로당 만들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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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의회보

안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 본회의 현장체험

김성진 의장은 2017년 8월 25일 영천시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윤찬 의원, 부위원장

2017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안동시청소년참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에는 김호석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 위원(소속 고등학교)학생 남녀11명과 임원

월례회에 참석하여 시군 의회간 의견 교류의

3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제190회 안동시의회

▒ 2017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수련대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동수요회 추석맞이 군-경위문

(임시회) 본회의를 참관하였다. 김성진 의장은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1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6일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안동수요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추석을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관심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

맞이하여 국민의 치안과 국토방위 및 시민안전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25일

화합한마당에 행사 참석해 관계자의 노고를

적인 의사 결정을 체험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위해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

한전에서 개최되는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

격려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이념인 진실,

바란다고 전했다.

하고 있는 군·경 장병들과 의무소방원의 노고에

발족 기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승격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생활화하고 건전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에

장을 가졌다.

▒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 발족식

더욱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 제10회 생활관리사 사례관리 발표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28일

▒ 연시례 재현 행사

서구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생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7일

관리사 사례관리 발표회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

오전 10시 안동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묵계서원

하고 우수사례 발표에 관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

에서 개최되는 보백당 김계행선생 서세 500주년

감사함을 표했다.

▒ 제6회 안동농협여성대학 한마음대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12일

▒ 2017 국제백신산업포럼 개회식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동농협여성대학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2일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여성

오전 10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

회원들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백신산업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이번 포럼
으로 전 세계 백신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환하여

▒ 경북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념 연시례 재현행사에 참석하여 이번 재현으로

김성진 의장은 2017년 9월 15일 영덕로하스

기대하며, 안동이 백신산업의 글로벌화·교류의

선현들이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교훈과 정신적

농공단지에서 개최되는 경북북부시군 의회의장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29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협의회월례회에 참석해 시군의회간 발전 방안을

광복회경상북도지부에서 주관하는 제107주년

당부했다.

논의했다.

▒ 제107주년 경술국치 추념행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2일

경술국치 추념행사에 참석해 애국지사, 독립
유공자 등 시민과 함께 국민적 결의를 다지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린다.

▒ 제49회 문화공원 열린음악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8월 31일

▒ 제19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선출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9월 1일 열린 제190회

오후 5시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축제 개막식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18일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오후2시 와룡면 주하2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치매

고등어로 서부시장 활성화는 물론 시민이 화합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보듬마을 발대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당부했다.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웃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곳에 전파되기를

▒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바란다고 말했다.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5일
오전 11시 추석을 앞두고 대성그린빌 내 사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8일
구미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윤찬 의원

▒ 치매보듬마을 발대식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9월 8일 오후2시

안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음악의 하모니 열린
음악회 참석 공연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축제 개막식

▒ 온누리 상품권 판매 행사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

참석해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성공개최를 기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19일

하고 장애우들을 위해 점심식사 배식 등의 봉사

했다.

오전 9시 30분 시청 현관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활동을 펼치면서 나눔을 통한 따뜻한 마음을

판매 행사에 참석해 전통시장을 살려 서민

함께 나눴다.

229

230

의정활동 단신

▒ 추석맞이국토대청결의날 행사

의회보

오후 6시 30분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안동국제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7 개막식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5일

탈춤페스티벌2017&제46회 안동민속축제 개막식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 낙동강둔치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추석

참석해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마당으로

오후 1시 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열린 21세기

맞이 국토대청결의날 행사에 참석해 쾌적한

글로벌 명예 대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인문가치포럼 2017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도시환경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했다.

전하고,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후세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9일

물려 줄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오전 11시 안동소방서 3층에서 열린 소방의

당부했다.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 제8회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

▒ 노인의 날 행사

위해 애쓰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게 시민의 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6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0월 2일

오전 11시 안동체육관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오전 10시 30분 대동관 영남홀에서 열린 노인의

제8회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하여 재활

날 행사에 참석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에

대회

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위해 당당히 나아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김성진 의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라오스총회 및 국제학술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5일간 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 라오스 정보문화

김성진 의장은 2017년 11월 12일 부터 11월 16일

▒안
 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박피해 현장 방문

관광부가 주최하고 24개국이 참여하는 라오스총회

까지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하여 문화교류를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기탁)는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가 간 다채로운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을 주제로 열린 호치민-

2017년 10월 10일에 지난달 19일 우박피해를

탈과 탈문화를 소개하고 인류의 보편문화로서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석했다.

입은 풍산읍 죽전리 현장을 둘러보고 집행부에

가치를 공유했다.

줄 것을 당부하며, 안동시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복한

▒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8일

신속한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전 11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가장

권기탁 위원장은 이번 내린 우박은 기상이변에

오래된 5일장인 풍산재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따른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피해 농가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7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지체장애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미리 구입한 온누리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할

오후 3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7

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 생필품을 구입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도시재생 포럼에 참석하여 도시재생을

지체장애인을 대변하고 이끌 수 있는 일선 지도자

위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안동형

들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도적 사회참여를 통해

모델 발굴을 위한 심도있게 논의 했다.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 의원전체간담회

▒ 안동시 도시재생 포럼

말했다.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10월 17일 오전

▒ 안동진명학교 개교50주년 기념행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8일

11시 의회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안동진명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안동진명학교
개교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16일

▒ 사과수확 농가 일손 돕기
2017년 11월 7일 김성진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 안동독립운동 사적지 안내도 제막식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은 지난 9월 수확기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17일

앞두고 내린 우박으로 인해 상심이 크고 부족한

삼산동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안동독립운동

전하고 차별과 편견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0월 17일

일손으로 애태우는 임하면 오대리 과수 농가를

사적지 안내도 제막식에 참석하여 안동이 한국

하자고 당부했다.

오후 2시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에

찾아 사과 수확에 일손을 보태고, 하나라도 더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발상지로서 순국선열의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수확하기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김성진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을 존경하고 예우

질 향상과 안정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의장은 결실기인데 우박의 피해로 현장에 와보니

하는데 더욱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확할 게 없어 안타까워하며 향후 자연재해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7&제46회 안동민속
축제 개막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9월 29일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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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의회보

▒ 제10기 안동시 농업대학 수료식

명소화사업 준공기념식에 참석해 댐의 수려한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해 애써준 자원봉사자와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11월 20일 오후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7년 11월 23일

풍광을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 칭찬

후원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우리

2시 본회의장에서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오후3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하며,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나들이 명소로 거듭

사회에 참다운 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10기 안동시농업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력하자고 말했다.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각종

격려하고, 지난 1년간 농업대학에서 배운 최고

안건을 심사했다.

수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열정과 책임의식을

▒ 농공단지 OKF(주) 공장 준공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7년 11월 30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11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2시 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오후 2시 대동관 영남홀에서 개최한 새생활

한글배달교실 수료식 및 시화전 행사에 참석해

문화운동행복마을만들기합동발표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학습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새생활문화운동에
안동시의회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누기 행사

단지 OKF(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7년 11월 24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출과 주민 고용을

오후 1시 30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북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당부하며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업과

이탈주민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격려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

▒ 와룡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소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21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13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열린 안동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재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관계자

다짐했다.

마당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애우

들을 격려하고 주민간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

들이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자치의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했다.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회
김성진 의장은 2017년 11월 24일 오후2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실에서 열린 (재)한국정신문화재단 2017

▒ 강남동주민자치회 이웃사랑-행복나눔 한마당

▒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

년도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에 대해

행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14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오후 6시 안동리첼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5일 오전 11시 강남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강남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에 참석해 한 해

주민자치 이웃사랑-행복나눔 한마당 행사에

동안 수고하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김성진 의장은 2017년 11월 21일에 15일 발생
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를 방문하여 지진

▒ 2017년 재활한마당 행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1일

원거리 농업인 이용 편의와 적기농작물 수확에

▒ 포항시 방문 지진피해 성금전달식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려서 김장을 하며 모두 안동시민으로 잘 정착해서

오후 2시 와룡면 가야리 988-2에서 열리는 와룡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소식에 참석 하여

▒ 새생활문화운동행복마을만들기합동발표회

가지고 안동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1월 21일
오전 11시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농공

▒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수료식 및 시화전

▒ 제18기민주평화통일안동시협의회정기총회

피해 성금을 출원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가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7년 11월 29일

참석하여 경북 유일의 주민자치로서 그 동안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했다.

오전 11시 소통실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화

자생적으로 활동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며 이러한

하자고 말했다.

통일안동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

사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얻도록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7년 호국영령 추모제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11월 22일

추모제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15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제21회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은의날 행사

오전 11시 충혼탑에서 개최한 2017 호국영령

▒ 안동댐 명소화사업 준공기념 힐링걷기

▒ 2017년 4분기 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
오전 11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5일

4분기 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해 지역통합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7년 11월 29일

오후 3시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제21회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 월영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안동댐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은의날 행사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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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의정활동 단신 2018
▒ 제19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262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 새해 충혼탑 참배

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7년 12월 20일 오후

김성진 의장은 2017년 12월 27일 오전 11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2일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열리는제262차

오전 7시 30분 새해를 맞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공동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충혼탑 참배

현안상황에 대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행사에 참석했다.

▒ 물순환도시 선포1주년 기념행사
오후 2시 물포럼센터에서 개최되는 물순환도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18일

논의했다.

▒ 2018년도 신년인사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21일

▒ 안동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례 발표회 및

의장 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시군 의회간 의견
교류의 장을 가졌다.

송년회

11시 리첼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 조성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도시로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희망찬 안동을

나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물의

28일 오후 3시 30분 만남의광장에서 열린 안동시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례 발표회 및 송년 행사에

전했다.

참석하여 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오전 11시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제7기

▒ 2018년도 농산물공판장 초매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4일

자를 격려했다.

오전 9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2018년도
농산물공판장 초매식에 참석하여 안동 농산물의

▒ 2017년도 송년다과회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회
김성진 의장은 2018년 1월 18일 오후 2시

위해 연구하고 소통하는 장애인단체협의회 관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26일

오전 11시 상주시의회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3일 오전

선포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물순환 선도

▒ 제7기 영남예술아카데미 수료식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소통실에서 열린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동시 의정회

유통이 활성화돼 지역 농민과 유통인이 다 같이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1월 22일 오전

영남예술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하여 시민의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7년 12월 29일

미소 짓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관계자를

11시 30분 안동회관에서 열린 안동시 의정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응원

오후 5시 청백실에서 열린 2017년도 종무식에

격려했다.

회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전하고, 시

하겠다고 전했다.

따른 송년다과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신년교례회
김성진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8일

▒ 안동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오후 3시 경주화백컨벤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23일

경북도당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오전 11시 안동체육관 연회장에서 열린 안동시
재향 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재향군인의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발전과 안보수호를 위해 수고하는 회원들에게

김성진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9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오전 10시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에서 열린 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당부했다.

▒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3일 오후 5시 50분에 광진기업에서 열린 안동시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2018년 1월 12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환경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강보영 회장

보전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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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유공자안동시지회 정기총회 및 안보

의회보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안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오후 6시 안동체육관연회장에서 열린 안동시

결의대회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며, 국회와

모색하고, 설을 앞두고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장애인 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24일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찾지 못하고 국토방위 및 치안질서 확립에 매진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사회약자에 대한 편견과

하고 있는 육군 제3260부대와 안동경찰서를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오전 11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6·25참전
유공자 안동시지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에

▒ 제19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하여, 강한 안보는 진정한 보훈에서 시작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2월 2일 오후

된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며 시민들로부터 존경

1시 30분에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받는 애국단체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제19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2월 9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22일

참석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애명복지촌 등

오전 11시 리첼호텔에서 열린 안동문화원장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안동의 문화를

또한, 자활작업장을 찾아 시설이용자들을 격려

꽃 피우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연시총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25일

▒ 2018년 안동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안동문화원장 이·취임식 참석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생활개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5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

안동시연합회 연시총회에 참석하여 농촌사회

오전 10시 30분에 안동회관에서 열린 2018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조직으로서 활발한

안동시

활동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늘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정을 보조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관계자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2월 9일 오후

5시 30분에 웅부공원에서 열린 제99주년 3·1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2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4회 안동시의회

절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석하여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첫 임시회를

선열들의 위업과 독립 정신을 계승하자고

폐회했다.

당부했다.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에

▒ 안동차전놀이보존회 정기총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제
 99주년 3·1절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

참석하여

▒ 제19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6일 오전 11시에 안동회관에서 열린 안동차전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2월 6일 오후

놀이보존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무형문화재

2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94회 안동시의회

전수를 위해 애쓰는 회원들을 응원하고, 전통문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 제19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풍천발전회 및 혐오시설주민대책위원회 총회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2월 28일 오후

▒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월 12일 오전

김성진 의장은 3월 1일 오후2시에 울진군에서

10시에 풍천면사무소에서 열린 풍천발전회 및

열린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

혐오시설주민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참석하여 북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7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1월 29일

오후 1시 10분에 안동시농업인회관에서 열린

가졌다.

오후 7시에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대구안동

2018년 안동시 수출단지농가 교육에 참석하여

향우회 안동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소통의

관계자를 격려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농산물

시간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

품질을 높여 농가 소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13일

오후 6시에 강변둔치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자고 다짐했다.

말했다.

오전 11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달맞이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

풍산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하고, 전통민속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

계승과 홍보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2018년 안동시 수출단지농가 교육
▒ 대구안동향우회 안동인 신년인사회

▒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참석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수요회 상임위원회 회의 및 군·경 위문

김성진 의장은 2018년 1월 30일 오전 11시에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8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전국시군구 자치구의회

오전 11시에 청백실에서 열린 수요회 상임위원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3월 2일

한다고 전했다.

▒ 안동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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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의회보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진 의장은 2018년 3월 6일 오전 11시에
성주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 안동시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간담회

▒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정기총회 참석

▒ 시민나무심기 행사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22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3월 30일

오전 11시에 경북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성균관

오전 10시 30분에 녹전면 신평리에서 열린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14일

유도회 안동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이 내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 30분에 의장실에서 안동시사회보장

뜻을 전하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위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협의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후진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무심기 운동에

▒ 2018년 안동시 농업대학 입학식 참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 위원장 및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3월 8일

위원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 제19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안동시

마련해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3월 22일 오후

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최선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5회 안동시의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4일

적인 교육을 통해 안동농업을 선도하는 최고전문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강변둔치일원에서 열린 새봄맞이

농업경영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

▒ 새마을부녀회 헌옷모으기 운동
▒ 의원전체간담회 참석

▒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참석

▒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

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16일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23일

청결운동으로 우리의 공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3월 9일 오후

오전 9시에 강변둔치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오전 10시에 웅부공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2시에 안동시의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전체

헌옷모으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여 자원 재활용을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통해 환경보호와 나눔실천에 앞장서는 새마을

생명을 받친 호국용사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부녀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표하고 안보의식을 굳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5일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에 대동관 낙동홀에서 열린 4월 명사

토론을 했다.

▒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정기총회 참석
▒ 무삼공예활성화 지원사업 개강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20일

▒ 4월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참석

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 2018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석

소리꾼 오정해의 우리소리이야기 강연을 시민과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대동관 영남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3월 28일

오전 11시에 안동규방에서 열린 무삼공예활성화

안동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활기찬 노후

오후 2시에 유교랜드에서 열린 2018년 재난

지원사업 개강식에 참석하여 지역특산품인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석하여 이처럼

▒안
 동수력발전소 노후수력 현대화사업 정치식 참석

안동포와 무삼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관련 산업이

이며, 삶의 지혜로 지역발전에 힘을 보내달라고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10일

발전하도록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했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

오전 11시 안동수력발전소에서 열린 노후수력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화사업 발전기 정치식 행사에 참석했다.

않겠다고 전했다.

함께 했다.

▒ (사)한국쌀전업농안동시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제3기 안동시민대학 입학식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21일

▒ 제19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 제6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의원들은 2018년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김성진 의장과 의원들은 2018년 3월 29일 오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열린 제

열린 (사)한국쌀전업농안동시연합회 정기총회에

2시에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5회

오후 7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제6기

3기 안동시민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역민의

참석하여 고품질의 쌀을 전국에 알리고, 쌀전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과 지적 성장을 돕는

업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건네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강좌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시민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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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대 발대식 참석

행사에 참석하여 상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11일

주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있는

오후 7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안동시 산악

시장을 애용해 주길 당부했다.

연맹 히말라야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대원
들을 격려했다.

▒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25일

▒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참석

오전 8시에 시민운동장에서 제20회 경상북도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13일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했다.

오전 11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
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에 참석

▒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해서 즐거운 삼겹살데이”

하여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참석

의지를 받들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27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에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해서 즐거운

▒항
 일구국열사 막난 권오설선생 88주기 추모제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17일

삼겹살데이”에 참석하여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2시 30분에 풍천면 가곡리 권오설기적비
앞에서 열린 막난 권오설선생 88주기 추모제에

▒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하여 이제야 고향의 묘소 앞에서 추모제를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2018년 6월 6일 오전 10시에

거행하게 되어 송구할 따름이며, 33년간 장렬

안동시 정하동 소재 충혼탑에서 열린 제63회

하게 삶을 마치신 그 분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

다고 다짐했다.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분향 등 추념
행사를 가졌다.

▒ 안동서부시장 청춘야시장 개장행사 참석
김성진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8년 4월 20일
오후 7시에 서부시장에서 열린 청춘야시장 개장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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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경상매일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아시아일보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경북도민일보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경상투데이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세명일보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대구영남매일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경북일보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대구신문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경안일보 2016년 9월 7일 수요일

2016년 7월 4일

매일신문

안동, 의장 김성진·부의장 김대일

2016년 7월 22일

아시아일보

안동시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2016년 7월 11일

경상매일

안동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2016년 8월 5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시민의 소리에 더 가까이

2016년 7월 20일

경북도민일보

길안천 취수시설 공사 중단하라

2016년 8월 11일

세명일보

체류형관광산업 ‘경제활로’

2016년 7월 20일

대구신문

이재갑 안동시의원, 천주교 농민축제 ‘공로상’

2016년 8월 25일

대구영남매일

안동시의회, 2016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격려

2016년 7월 21일

경북일보

열린·민생·균형·정책의회 구현

2016년 9월 7일

경안일보

안동시의회 총무위, 현장속으로

243

244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의회보

세명일보 2016년 9월 8일 목요일

경상매일신문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내외일보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경상투데이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세명일보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경북일보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대구영남매일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경안일보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경북매일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경상매일신문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2016년 9월 8일

세명일보

‘시민의 소리’ 생활현장서 듣는다

2016년 10월 21일

경상매일신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발전방안 머리 맞대

2016년 9월 13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 논의

2016년 11월 4일

내외일보

광명시의회-안동시의회, 6년째 다져온 우애

2016년 9월 13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온정 나눠

2016년 11월 18일

세명일보

안동시의회, 의원전체간담회 실시

2016년 9월 13일

경안일보

따뜻한 마음 전해요

2016년 11월 21일

대구영남매일

내년 예산·조례안 등 각종안건 심사

2016년 10월 13일

경북매일

안동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열고 의안 검토

2016년 11월 25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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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경안일보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매일일보 2017년 1월 4일 수요일

대구일보 2017년 1월 4일 수요일

경북매일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경북신문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경상투데이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경북일보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경상투데이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영남일보 2017년 2월 2일 화요일

경상매일신문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2016년 11월 25일

영남일보

안동시의회, 저소득층가정·복지시설 김장김치 전달

2016년 12월 2일

경안일보

시정 면밀한 감사 마무리

2017년 1월 4일

매일일보

김성진 의장, 신년사

2016년 12월 5일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재정 건전화’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2017년 1월 4일

대구일보

권남희 의원, 의정봉사대상

2016년 12월 12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농가소득 안정화 ‘전력’

2017년 1월 10일

경북매일

줄탁동시 시골집 닭의 모습이 그립다

2016년 12월 13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2017년 1월 25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16년 12월 19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쾌척

2017년 2월 2일

영남일보

안동시의회, 새해 첫 의원 전체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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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2017년 2월 7일 화요일

경북일보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세명일보 2017년 3월 9일 목요일
한국일보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세명일보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경북매일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매일신문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경북도민일보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세명일보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경북일보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2017년 2월 7일

대경일보

안동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오늘 개최

2017년 3월 9일

세명일보

시민 안전, 우리가 지킨다

2017년 2월 15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총무위, 주요사업장서 현장 의정활동

2017년 3월 9일

한국일보

전국 최다 7선 이재갑 안동시의원, ‘의정대상’

2017년 2월 16일

경북도민일보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 현장 議政

2017년 3월 13일

세명일보

안동댐 환경오염 대책없나

2017년 2월 17일

경북매일

안동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의결

2017년 3월 22일

매일신문

딱딱한 의회 탈피…문화공연으로 개회식 열어

2017년 2월 23일

세명일보

안동관광, 교통불편 대책 세워라

2017년 3월 23일

경북일보

중금속 오염원 영풍제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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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경상매일신문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매일신문 2017년 4월 6일 목요일

대구신문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세명일보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경북신문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세명일보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경북연합일보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경북도민일보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대구광역일보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대구광역일보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2017년 4월 6일

매일신문

안동사과·배·고구마, 말레이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수출전망 파란불

2017년 6월 20일

경상매일신문

안동 마지막 생명水 길안천 지켜주세요

2017년 5월 11일

대구신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법 모색

2017년 6월 21일

세명일보

약용작물 경쟁력 높이기

2017년 5월 22일

경북신문

안동대 7주년 자랑스런 동문상에 안동시의회 소속 3人 수상 ‘영예’

2017년 6월 22일

경북연합일보

길안천 취수 반대를 주장하는 안동시의회 입장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일보

제25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성진 의장, 입법청원문 발의

2017년 8월 24일

세명일보

안동시의회, 2017 을지연습 상황실 위문

2017년 6월 13일

경북도민일보

안동시의회 제189회 1차 정례회 개회

2017년 9월 12일

대구광역일보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 복원사업 빨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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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경북매일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매일신문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대구영남매일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경상매일신문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경북도민일보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경북일보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경북일보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대구신문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경상투데이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2017년 9월 12일

경북매일

임청각 복원해 달라, 안동시의회 건의안 등 채택

2017년 10월 30일

경북도민일보

안동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조직 필요

2017년 9월 14일

매일신문

안동시 의원들, 지역발전 조례발의·제정활동 활발

2017년 10월 31일

대구영남매일

안동시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촉구

2017년 9월 25일

경상매일신문

우박으로 멍든 農心 쓰담쓰담

2017년 11월 1일

경북도민일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2017년 9월 26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7년 11월 8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우박피해 사과농가서 일손 도와

2017년 10월 20일

대구신문

안동시의회 임시회… 23일부터 8일간

2017년 11월 13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시정 현안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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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경북연합일보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세명일보 2018년 1월 2일 화요일

경상매일신문 2018년 1월 4일 목요일

대경일보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세명일보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영남일보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영남일보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세명일보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경북신문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경상매일신문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경상매일신문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2018년 1월 2일

세명일보

시민 희망주는 책임의회

2017년 11월 13일

경북연합일보

안동시의회, 도시공원 민간개발 열띤 논의

2018년 1월 4일

경상매일신문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 책임의회 실현

2017년 11월 22일

영남일보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

2018년 1월 8일

대경일보

김성진의장 기고문, 꽃이 되자

2017년 11월 23일

세명일보

포항 지진피해 돕기 성금 1천만원

2018년 1월 15일

세명일보

안동시의회,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017년 12월 1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시의회, 2018년도 예산안 심사

2018년 1월 27일

영남일보

안동시의회, 지역현안 관련 새해 첫 간담회

2017년 12월 8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시의회, 市 행정기구개편 의견 듣다

2018년 2월 12일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설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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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경북도민일보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영남일보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제7대 안동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상투데이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경상매일신문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지난 2년간 18명 의원의 활동상을 과장하지 않고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담아내고자 노력
했습니다.
세명일보 2018년 4월 2일 월요일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보(제14호)는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정치가 성숙되는 과정이며, 훗날 후대에
교훈이 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8대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의

경상투데이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 알찬 내용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위원장 김 대 일 부의장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위원
정 훈 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 광 택 총무위원회위원장
권 기 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 남 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2018년 2월 12일

경북도민일보

안동시의회 의원들 조례 발의 잇따라

2018년 2월 15일

영남일보

안동시의회, 풍산시장 방문 차례용품 구매·상인위문

2018년 3월 12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시의회, 의원간담회... 시정 현안 해법 논의

2018년 3월 12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시민의 바람이 싹 틔우도록”

2018년 3월 22일

경상투데이

제19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2018년 4월 2일

세명일보

안동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김 경 도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김 호 석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 시 년 의회사무국장

제14호 의회보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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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역사의 향기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떠나는 여행

하회마을 |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9 (중요민속 문화제 제122호)
풍산류씨 동성마을로 낙동강의 흐름이 S자형으로 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어
하회라는 지명이 되었다. 마을을 중심으로 3개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기암절벽의 부용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절경을 이룬다. 조선 전기 이래의 건축물과 하회별신굿탈놀이,
선유줄불놀이 등의 민속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동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속마을이다.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www.hahoe.or.kr

봉정사 |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신라 문무왕 12년(672) 의상이 부석사에서 종이로 봉을 만들어 날렸는데, 이
종이봉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정사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극락전(국보 제15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웅전(국보 제311호),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금당 등이 있어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에 건립된 삼층석탑과 덕휘루,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으며 영산암, 지조암 등의 부속 암자가 딸려 있다. 2018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www.bongjeongsa.org

임청각 | 안동시 임청각길 63 (보물 제182호)
1515년(중종 10년)에 형조좌랑을 지냈던 고성이씨
이명이 지은 집으로 원래는 99칸의 집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50여 칸만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 중 하나인 이 집은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石州)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의 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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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태사묘 | 안동시 태사길 13(경상북도 기념물 제15호)
고려 건국시 후백제 견훤을 토벌한 개국공신 김선평
(新安東金氏의 시조)·권행(安東權氏의 시조)·장정필
(安東張氏의 시조) 등 삼태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1481년(성종 12년)에 관찰사 김자행이
묘우(廟宇)를 세울 터전을 마련하고, 1540년(중종
35년) 안동부사 김광철이 현 위치에 사묘를 건립
하였다.

유교책판 |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유교책판(儒敎冊版,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이라고 불리는 이
기록유산은 조선시대(1392~1910)에 718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총 64,226장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유교책판은 시공을 초월하여 책을 통하여 후학(後學)이 선학(先學)의 사상을
탐구하고 전승하며 소통하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text communication)’의
원형이다. 수록 내용은 문학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철학, 대인관계 등 실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유교의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 실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2015년 10월 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편액 |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편액은 건물의 문과 처마 사이에 글씨를 새겨 붙인 나무판이다. 글씨는 단순
하게는 건물의 명칭과 건물의 성격을 표시하며, 또한 건물의 장식을 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편액에 새긴 글귀는 매우 함축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건물주의 의리, 정감을 문학과 예술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또 이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2016년 5월 19일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 안동시 이천동 산2(보물 제115호)
일명 ‘제비원미륵’으로 불리며, 안동시 북쪽 이천동
태화산 기슭에 위치하며, 화강암 석벽에 10m 높이의
몸통을 새기고 2.5m 높이의 머리부분을 조각하여
올려놓은 고려시대 마애불이다. 산신의 정기와 부처의
원력이 만나 손원을 이루는 곳으로 이름 높으며
인자하게 뻗은 긴 눈과 두터운 입술, 잔잔한 미소가
토속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석불상이 위치한 제비원은
민간신앙의 성지이며, 성주의 본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산서원 |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사적 제170호)
해동주자라 일컬어지는 한국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고, 유생들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곳으로 선생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유림에서
선생의 높은 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선조 8년(1575)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한석봉의
친필로 된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광명실, 전교당, 상덕사, 장판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는 안동호가, 뒤에는
울창한 소나무숲이 에워싸고 있어 멋과 서정을 듬뿍
느낄 수 있다.
www.dosanseo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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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 |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일원
안동시 상아동의 안동물문화관과 낙동강 건너편
성곡동의 안동댐 민속경관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387m에 폭 3.6m의 목책 인도교이다. 국내에서는 가장
긴 목책교로 알려져 있다. 조선 중기 원이엄마와 그
남편 사이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사연이 간직된
나무다리이다. 먼저 간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한 켤레의 미투리를 지은 지어미의 애절하고
숭고한 사랑을 기념하고자 미투리 모양을 담아
2003년에 월영교를 개통하였다. 월영교 가운데에는
월영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교각에는 분수가
설치되어 하루 세 차례 물을 쏘아 올려 장관을 이룬다.

호반나들이길 |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일원
700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 보조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산책로이다. 월영교에서 법흥교까지 총거리 2,080m
이다.
인근에는 개목나루 및 주막촌, 나룻배 운항 등 체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그 외에도 안동민속박물관,
KBS 드라마 촬영장, 석빙고, 안동민속촌, 안동공예
문화전시관 등이 있다.

오천군자마을 |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9
안동에서 도산서원 가는 국도를 따라 약 20㎞정도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 자연석에 군자리라는 표석이
있고 그곳에서 100ｍ정도 굽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문득 20여 채의 고가가 나타난다. 이 건물들은
광산김씨 예안파가 20여대에 걸쳐 600여 년 동안
세거해 온 외내에 있던 건축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그 밖의 고가들을 1974년 안동댐 조성에 따른
수몰을 피해 옮겨놓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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