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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신 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안동시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반성, 그리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제13호 『의회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8명의 시의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17만 시민의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전문성 제고와 시민의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존중하며,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시의회는 참신한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의회보』에 실린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책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및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고를 기고하여 주신 의원님 및 각계 인사 여러분과 김대일 편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안동시의회 의장 김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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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제7대 안동시의회 『議會報』(제1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동반자
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여주신 애향의 마음과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이 의정(議政)을 통해 발휘된 크나큰 결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회 개원 25주년을 맞은 금년에 도청이 우리지역으로
이전된 것은 그 의미를 배가(倍加)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벌써, 제7대 전반기
시의회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후반기를 준비하고 계획해야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권의 의회보에 제7대 의원님 열여덟 분의 발자취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지면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안동시의회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만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지역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위해 무엇을 고심했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식으로 의정에 담아냈으며,

도약하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지향(志向)했는가?’ 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 질
것입니다.
그 속에는 도청이전에 대한 환희도 희망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한해(旱害)로 인해 타들어가는 농심을 향한 잰 걸음과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의원님의 애타심(愛他心)도 보입니다. 집행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날선 눈빛도, 흥겨운 풍물단 가락에 맞추어 두둥실
어깨춤을 추며 시민과 함께 흥에 젖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정(市政)과 의정(議政)이 지향하는 곳은 늘 한곳이었습니다.
바로 “안동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입니다. 늘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시기적절한 대안 제시와 현장방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다해 주신 김한규 의장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성과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안동시의회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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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반현황

연혁

상고시대

창녕국 건국(염상도사 BC 57)

삼국시대

고타야군(505, 지증왕 6년)

통일신라

고창군(757, 경덕왕 6년)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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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 안동관찰부(1895, 경상도 동북부 17개 군 관할)

※1896.8.4 지방제도 개편 시 23개 관찰부를 폐지, 안동군으로 개편

지역특성

1963.1.1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 안동시와 안동군으로 분리

1995.1.1

안동시·안동군을 통합 『안동시』

역사와 전통, 예와 의를 중시하고, 국난극복에 앞장 서 온 충절의 고장
대도호부, 관찰부, 신 도청 소재지로 행정의 중심 도시
유교문화의 본향 추로지향으로 불리어 온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경상북도의 교육·문화·의료·교통의 중심 도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적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도시

면적

세대·인구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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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1,521.91㎢

농경지

232.51㎢(전 127.03, 답 92.19)

임

야

1,066.78㎢

대

지

21.36㎢

기

타

201.26㎢

세

대

73,108세대

인

구

169,221명(남 83,491 / 여 85,730)

행정구역
행정기구
공무원

1읍 13면 10동(581 리·통, 3,255 반, 968 자연부락)
3국 1단, 4실 23과 2팀, 2직속, 10사업소, 24읍면동, 의회사무국
1,342명(본청 656, 직속 168, 사업소 131, 읍면동 367, 의회 20

생활 환경
•호
수
•보 급 율

주 택

63개교

•학 교 수

74,792호
112.7%

(초 30, 중 14, 고 13, 대학 4, 특수 2)

학 교

•학 생 수

36,027명

(초 8,191/ 중 4,582/ 고 5,832
대학 16,979/ 특수 443)

•급수능력
•보 급 율

상수도

1일 93,000톤
91.0%

도 로
•등록대수
•세 대 당

자동차

79,111대
1.08대

•총 연 장
•포
장

1,640km
1,097.7km

(고속국도 32.5km, 국도 166.6km,
지방도 183.1km, 시군도 355.7km,
농어촌도로 359.8km)

•미 포 장
※포 장 율

542.3km
66.9%

[단위 : 백만원]

재정규모
총

계

776,600

일반회계

특별회계

697,000

79,600

◈ 일반회계
지방세
62,261(8.9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309(2.77%)

예비비
10,733(1.54%)

세외수입
23,932(3.44%)

보조금
251,498(36.08%)

기타
110,147(15.80%)

문화 및 관광
81,096(11.64%)
환경보호
28,023(4.02%)

국토 및 지역개발
60,601(8.70%)

공공질서 및 안정
7,666(1.10%)

세출

세입
수송 및 교통
28,625(4.11%)

지방교부세
320,000(45.91%)

[단위 : 백만원]

일반공공행정
38,919(5.58%)

교육 4,858(0.70%)
사회복지
198,945(28.54%)

조정교부금
20,000(2.87%)
상업·중소기업
8,396(1.20%)

농림해양수산
103,117(14.79%)

보건 15,874(2.28%)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기 타 35,000

공기업 44,600
상수도

저소득주민 주민소득 및
수질개선 의료급여
미집행
농공지구조
도시교통 경북바이오 댐주변지역 폐기물처리
하수도
주거안정 생활안정 도시개발
주택사업
치수사업
사업
기금
대지보상
성 및 관리
사업
산업단지 지원사업
시설
기금
기금

28,350 16,250

12,287

3,033

664

5,443

158

303

952

1,679

1,455

4,347

1,073

2,858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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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현황

연혁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0호)
1991. 3. 26. 기초의회 의원선거(종전 안동시 19명, 안동군 14명)
1991. 4. 15. 제 1대 안동시·군의회 개원
1995. 1. 5.

통합 안동시의회 개원

1995. 7. 13. 제 2대 안동시의회 개원(32개 선거구 34명)
1998. 7. 14. 제 3대 안동시의회 개원(24개 선거구 24명)
2002. 7. 8.

제 4대 안동시의회 개원(23개 선거구 23명)

2006. 7. 10. 제 5대 안동시의회 개원(6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2010. 7. 10. 제 6대 안동시의회 개원(8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2014. 7. 7.

의원현황

제 7대 안동시의회 개원(8개 선거구 16명, 비례대표 2명)

18명 [남자 16명, 여자 2명]

◈연 령 별
[단위 : 명]

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8

0

7

8

2

1

◈ 당선 횟수별
[단위 : 명]

계

7선

6선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18

1

1

1

2

1

6

6

◈직 업 별

8

[단위 : 명]

계

농업

축산업

자영업

기업인

건설업

기타

18

6

0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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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직도
의

장

부 의 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총
무
위
원
회

의

의

정

사

담

담

당

당

의
안
홍
보
담
당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20

1

2

7

9

1

비고

9

안동시의회 기구표

제 7대 전반기

의

장 김한규

부의장 권기익

의회운영위원회(6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10

원

정훈선
이상근
손광영
김은한
권기탁
김경도

총무위원회(8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권광택
권남희
손광영
김성진
권기익
김수현
김경도
이영자

산업건설위원회(9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김대일
김호석
이재갑
김백현
김은한
권기탁
정훈선
이상근
남윤찬

제 7대 전반기 의원 현황

선거구별
의원 현황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북후·서후면·송하동

옥동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김성진

|정훈선

| 권남희

| 김은한

| 권기탁

| 김백현

라 선거구

마 선거구

바 선거구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남선·임하면·강남동

용상동

| 권기익

| 이재갑

| 김한규

| 이상근

사 선거구

아 선거구

태화·평화·안기동

중구·명륜·서구동

| 김대일

| 손광영

| 김경도

| 김수현

| 권광택

| 김호석

비례대표

| 남윤찬

|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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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전반기 의원 현황

제 7대 전반기 의장단

의장

김한규

부의장

마 (남선·임하면·강남동)

의회운영위원장

정훈선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12

권기익

라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총무위원장

권광택

바 (용상동)

산업건설위원장

김대일

사 (태화·평화·안기동)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및 사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심사처리

위원장

정훈선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위원

손광영

부위원장

위원

사 (태화·평화·안기동)

위원

권기탁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이상근

마 (남선·임하면·강남동)

김은한

나 (옥동)

위원

김경도

아 (중구·명륜·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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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전반기 의원 현황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및 사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전산실, 행정지원실, 안전관리실,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 지원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소관업무 심사처리

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

바 (용상동)

위원

손광영

사 (태화·평화·안기동)

위원

김수현

아 (중구·명륜·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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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나 (옥동)

위원

김성진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위원

김경도

아 (중구·명륜·서구동)

위원

권기익

라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위원

이영자
비례대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및 사무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
녹지과, 상하수도과,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임하
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심사처리

위원장

김대일

사 (태화·평화·안기동)

위원

이재갑

라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위원

정훈선

가 (북후·서후면·송하동)

위원

김백현

부위원장

위원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위원

이상근

마 (남선·임하면·강남동)

김호석

바 (용상동)

김은한

나 (옥동)

위원

위원

권기탁

다 (풍산읍·풍천·일직·남후면)

남윤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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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회별신굿탈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12세기 중엽부터 상민(常民)들에 의해서
연희(演戱)되어온 탈놀이이다. 이 탈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 굿의 일환으로
연희되었다. 안동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인 별신굿탈놀이는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 등 모두 10마당이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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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화보
2015. 1. 1. ~ 2016. 6. 30.

제 7대 전반기

17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본회의장

│김한규 의장

18

│김한규 의장

│권기익 부의장

│권기익 부의장

19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제 7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개원

20

│한(韓) 스타일을 선도하는 의회

21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전체간담회

22

| 총무위원회 |

23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 산업건설위원회 |

24

| 예산결산위원회 |

25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농촌사랑 연구회

│의원문화정책연구회

26

│안동시의회 의원연수

│안동시의회 의원연수

27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안동댐 진입도로 및 영락2교 개통식

│도청이전지 의원전체 현장방문

28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방문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방문

29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경북북부 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SK플라즈마 안동 혈액제 공장 기공식

30

│강남어린이도서관 개관식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식

31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안동시·광명시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광명시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32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광명시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33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진로체험 동아리 ‘직업탐험’, 안동중앙고등학교

│길주중학교

│용상초등학교

34

│길원여자고등학교

│풍천중학교

35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의회 25주년기념(제 1대 안동군의회 ~ 제 7대 안동시의회 의원)

36

37

의정활동 화보

제 7대 전반기

│천등산 등산로 자연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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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화보

39

의원별 화보

40

김 한 규 의장

의원별 화보

권 기 익 부의장

41

의원별 화보

42

정 훈 선 의회운영위원장

의원별 화보

권 광 택 총무위원장

43

의원별 화보

44

김 대 일 산업건설위원장

의원별 화보

이 재 갑 의원

45

의원별 화보

46

손 광 영 의원

의원별 화보

김 성 진 의원

47

의원별 화보

48

김 백 현 의원

의원별 화보

김 수 현 의원

49

의원별 화보

50

김 은 한 의원

의원별 화보

권 기 탁 의원

51

의원별 화보

52

김 호 석 의원

의원별 화보

김 경 도 의원

53

의원별 화보

54

이 상 근 의원

의원별 화보

권 남 희 의원

55

의원별 화보

56

이 영 자 의원

의원별 화보

남 윤 찬 의원

57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이모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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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논단

이재갑 의원

GMO 상용化, 불안한 식탁, 농업의 위기

손광영 의원

맞춤형 노인 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59

의원논단

이재갑 의원

GMO 상용化, 불안한 식탁, 농업의 위기

1. 시작하며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이 위기라고 한다. 하여 농업의 페러다임을 새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농촌현장과 시민 사회단체, 학계에서 한결 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GMO 상용화와 농촌진흥청의 GM벼 시험재배는 농업뿐만
아니라 오천만 국민을 불안케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MO 상용화는 곧
밥상위의 가습기 살균제가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미
발표된 글과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본다.
2. GMO란 무엇인가?
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단백질)를
그 생명체의 내부에 새롭게 주입한 것으로 그 생명체의 단백질은 동적
평형이 파괴된 단백질 과잉이 되므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생명체다. GMO는 자연의 상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과학자가 인위적 조작으로 만든 새로운 생명체이므로,
GMO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미지의 생명 세계를
재촉하고 있다.
② GMO란 역사상 인간이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먹거리이며,
암, 불임,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이라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량 자급율이 대단히 낮고, 식용 GMO 수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 미지의 앞날의 먹거리 세계가 불안하다.
③ 모든 생명체는 교배나 교잡행위를 통하여 종족을 유지시키며, 종의
보존이 일어나고 그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생물 종 다양성은 생태계의
가장 적극적인 자기 표현방식인데, 종(種)과 종(種) 간의 장벽(障壁)을
인위적으로 허물어 뜨리는 것, 즉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시켜 창조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GMO이다. 이것은 GMO가 초래하는 세상, 반(反)
글·이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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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적인 세상, 반(反) 창조질서의 세상을 초래하게 된다.

3.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실태
① 식용GMO 수입현상
[곡물별 GMO와 Non-GMO 수입량]
콩

옥수수

(단위: 만t, %)

카놀라

가공식품

GMO

Non-GMO

GMO

Non-GMO

GMO

Non-GMO

GMO

Non-GMO

2012년

81(72)

32(28)

102(43)

121(54)

1.1(100)

-

1.3(7)

18(93)

2013년

78(71)

31(29)

94(52)

80(48)

5.1(100)

-

1.4(7)

18(93)

2014년

99(77)

29(23)

110(52)

101(48)

0.02(100)

-

1.8(9)

18(91)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GMO 수입현황과 시사점』(15년 6월 18일)

위 도표에서 곡물별 GMO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콩의 경우 2012년 GMO가 72%에서 2014년 77%로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수입곡물 전체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② 사료용 GMO·식용 GMO 수입량
[연도별 사료용 GMO와 식용 GMO 수입량]

(단위: 천t)

사료용 GMO

식용 GMO

2008년

7,019

1,553

2009년

5,908

1,372

2010년

6,567

1,916

2011년

5,978

1,831

2012년

5,925

1,959

2013년

7,196

1,680

2014년

8,538

2,283

자료 : 바이오 안전성 정보 센터, 『GMO 국내외 주요 통계』생명공학 연구원, 홈페이지

위 도표에서는 2011년 사료용 GMO가 598만톤에서 2014년 854만톤으로 4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식용의 경우 2011년 183만톤에서 2014년 228만톤으로 24.6%의 증가로 매년 GMO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위 도표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입 곡물 중 GMO의 비중은
2010년에 56.0%에서 2014년 58.8%로 증대되고 있으며, 식용 GMO수입량도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47.0%가 증대되고, 사료용 GMO 수입량도 같은 기간 21.6%가 증가하고 있다.
식용 GMO를 원료로 한 식품 가공산업의 생산량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GMO 옥수수에서는
주로 옥수수 유(油), 과당(果糖), 물엿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유지류와 전분당류는 가공식품의
제조 시에 GMO의 DNA가 잔류되지 않으므로 사용표시를 면제받고 있다. 생협 등 소비자ㆍ시민
조직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EU 처럼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본가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오히려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일부의 학계에서는
GMO표시제 개정을 지연ㆍ보류시키면서 자본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논리적 핑계는 소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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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 동등성」이 아님을 말하여 주고 있다.
2014년 11월 말 현재, 국내 수입 승인품목은 108종이며, 식용 GMO는 228만 3천t인데, 주로 콩
기름(식용유), 옥수수 기름(식용유), 전분당이다. 이는 곡물 자급율이 23.6%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중, 쌀 자급율은 86.1%, 콩 자급율 10.3%, 옥수수 자급율 0.9%, 밀 자급율 0.7%을
형성하고 있다. 콩의 89%, 옥수수의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용 GMO의 수입 증가는 한ㆍ미 FTA의 밀실협상에 기인한다. 한ㆍ미 FTA를 통하여 USA가
농업분야에서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분야, 즉,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통하여 농업관련
다국적 기업(MNC)에 의한 농업지배라고 보여 진다.
USA는 MNC가 농업분야 TRIPs에 손쉽게 진출하도록, 생물 다양성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생물다양성 협정의 기본정신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부권(farmer's rights)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ethical consideration)이다. 따라서 GMO(또는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을
규제하는 「바이오 안전성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관한 나고야 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GMO의 국가 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다만 GMO판매로 그
이익만 챙기고 있다.
③ GMO의 인체 위험성
먼저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보자면 1998년 8월 영국 로웨트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푸츠타이
박사가 유전자변형감자를 먹인 쥐 실험에서, 쥐의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짐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경우
생겨나는 위험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1999. 1. 27. 독일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균이 발생하여
장 내에 잔존할 가능성에 관한 컴퓨터 모의실험.
◎ 1999. 5. 18. 영국의료연합(BMA)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의 항생제내성 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써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고.
◎ 2000. 5.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에서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써, G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 2000. 10. 영국 the Advisory Committee on Animal Feeding Stuffs에서 GMO 작물의
유전자가 그것을 먹은 동물의 몸속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 2002. 7.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을 7명에게 먹인 결과 3명의 장내
박테리아에서 살충성 유전자가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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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5. 미국 몬산토사에서 2002년에 실시한 쥐실험 결과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콩팥 크기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작았고 혈액 성분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짐.
◎ 2005. 12. 러시아 과학자 이리나 에르마코바가 실시한 실험결과 유전자조작 콩가루을 임신
2주 전부터 먹은 쥐의 새끼쥐의 36%가 심하게 체중이 적었으며 55.6%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함.

GMO는 궁극적으로 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식량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식품으로 그대로 섭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식품으로 이용된 GMO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는 그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그 위험이 나타났는지 여부보다는 그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가
더욱 중요하다. 즉, 위험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방조치 없이 단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그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의
산물을 살펴보면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는
수입주도적인 국가가 자국 식품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비관세무역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수출국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그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④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99년
5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바실투스
투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일명
Bt)라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이식한 옥수수의
Bt 독성이 왕(Monarch) 나비유충에
치명적임을 보고한 이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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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8.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BT면화에 대해 솜벌레가 내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1999. 9. 30. 영국 정부에서 GM 작물의 꽃가루가 4.5km 밖까지 이동할 수 있음을 보고.
◎ 1999. 12. 1.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뿌리를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
들어감을 밝힘.
◎ 1999. 12. 2.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GM물고기 한 마리가 40세대 내에 물고기 무리 전체를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모의실험결과를 발표.
◎ 2000. 8.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Monarch 나비유충에 치명적임을
재확인.
◎ 2000. 8.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에서 GMO 작물은 새들의 개체 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보고.
◎ 2002. 1.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무 실험을 통해 수퍼잡초의 위험성이 몇 세대 동안
계속된다는 사실을 입증.
◎ 2002. 2. 영국 University of Maine에서 GMO 작물이 교차수분을 통해 유기농작물을
오염시킨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02. 3. the World Conservation Union에서 GM 농작물이 동물 및 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축산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
◎ 2002. 3.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GM 작물은 필연적으로 유기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수퍼잡초를 만들며 야생식물을 멸종시킬 것이라고 연구 결과 발표.
◎ 2002. 6. 중국에서 GM 면화는 결국 환경을 훼손하고 해충은 내성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보고.
◎ 2002. 8. 미국 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에서 유전자변형 식물들이 그들의
야생종과의 교차수분시 환경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표.
◎ 2002. 1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연구팀에서 면화를 먹고 자라는 벌레가 해충저항성
옥수수를 먹고 해충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해충저항성 면화도 먹을 수 있게 됨.
◎ 2003. 1. 미국에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갖춘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지에서 비슷한
내성을 지닌 ‘강력한 잡초’가 등장.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유전자조작 콩 재배지에서 2000년 처음
발견됐으며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 서부와 중서부 옥수수 곡창지대인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 등으로 확산.
◎ 2003. 7. 캐나다 밀협회 등에서 GM밀을 재배하면서 라운드업제초제를 뿌릴 경우 토양 속의
병원균의 증식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03. 10. 영국에서 GM 작물이 있는 들판에서 모은 생물체의 수는 보통 작물이 심어진
곳에서 모은 생물체의 개수보다 적은 수였으며, 이것으로 보아 GM 작물에 사용한 제초제가
농장에 있는 야생동물에 해를 끼친다는 결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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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2. 캐나다 농업 연구소에서 GE 작물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푸사리움
마름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
◎ 2004. 6. 일본에서 원재료용으로 수입된 유전자조작 서양유채가 수송과정 중에 떨어져 국내
일반 환경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
◎ 2005. 4. 그린피스에서 중국산 쌀 속에 GMO 쌀이 섞여있음을 발견.
◎ 2006. 8. 미국산 쌀에 GMO쌀이 섞여 4년간 판매되었음을 확인.

인체에 대한 안전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다. 당초 목표로 한 해충만이
아닌 여타의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내성 옥수수와 실제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게 만드는 제초제내성
콩에 관한 사례는 많다. GMO가 기존의 자연적인 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몬산토와 같은 초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호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배육종은
원하는 형질을 지닌 개체와 그 원하는 형질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원하는 형질을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하며 이는 농민들이 수천년에 걸쳐 자연 속에서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GMO는 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어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은 적게 걸린다. 또한 유전자 도입에 이용하는
운반체는 같은 종 내에서의 유전자 전달뿐 아니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달을 가능케 한다. 이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안전했던 것이 미래에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설령 엄격한 관리 하의
야외실험결과라 해도 유전자 조작의 모든 효과를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GMO 작물을
다른 육종작물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또한 GMO의 개발현황을 보면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나 내성 중심으로부터 기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능성이 강화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농업문제에서 항상 제기되던 단작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단작화는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GMO가 기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유전자의 전이로 인한 폐해이다. 즉,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다른 식물에
교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곡물의 원산지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GMO 작물은 콩이다. 콩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이다. 따라서 GMO 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이 GMO 콩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콩과 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유전자 오염”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 전이는 토양 속의 미생물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GMO 자체가 잡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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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경제적 악영향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GMO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해 온 기업들이 GMO가
기아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7월
미국 농무성은 1997-1998 기간 동안 GMO 콩, 옥수수, 면화를 심었으나 생산량이 늘지도 않았고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GMO가 실제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2000. 3. WWF에서 GMO가 농약 사용량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발표.
◎ 2000. 5.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2년 간의 연구 결과 GMO 콩의 수확량이 일반콩 수확량보다
적다는 결과를 얻음.
◎ 2003. 5. ActionAid에서 GM 작물은 제 3세계의 가축을 위협하며, 세계의 기아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 2003. 8. 그린피스, 지구의 벗에서 스페인에서 GM 작물의 재배가 유기 농작물에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것과 GM작물이 적은 산출량을 내며, 이윤이 과장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2003. 9. 캐나다에서 GMO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거절당했고, 비용은 상승했으며, 유기
농민들의 가축과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한 작물은 GM 오염물의 위험가능성에 노출 되어있음을
발표 .

⑥ 국내 GMO 관련 주요 사건
일 시

주요 사건

1999년 11월

몬샌토코리아, ‘제초제 내성 유전자변형(GM)콩’에 대한 안전성 심사 최초 요청

2000년 6월

식약청(현 식약처), GM콩 안전성 승인

2001년 3월

GMO 농산물 표시제 시행(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된 콩, 옥수수, 콩나물 대상)

2001년 7월

GMO 가공식품 표시제 시행(GMO를 주요 원재료(함량5순위)로 사용한 식품 또는 가공
뒤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 대상)

2008년 5월

전분당 업체, 빵ㆍ라면ㆍ음료 원료인 GM옥수수 수입 재개

2008년 9월

식품산업협회, “표시제 확대하면 콩기름 가격 최대 24% 상승, GDP 3,235억원 감소”

2008년 10월

식약청, ‘GMO가 원료인 모든 식품에 표시제 적용’ 고시 행정예고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고시 회부(아직까지 결론 나오지 않음)

2015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식약처 상대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2015년 12월

국회, 부처별로 다른 GMO 용어 통일ㆍ함량 순위 상관없이 표시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가결

2016년 4월

식약처, ‘비GMO’‘무GMO’ 표시 규제 신설한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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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MO 우리의 현실
유럽은 GMO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고, GMO 종자 개발과 GMO 농산물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7월 1일 버몬트주가 GMO 안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시험재배 승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에
GM벼 시험포를 만들어 GM벼 상용화를 꾀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시험재배 외에도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 170여
종에 대한 GMO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여개 품목에 200여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4월 21일자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고시하였고 이에 민간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개정안 <제3조>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는 유 전 자 변 형 식 품 등 의 표 시 대 상 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유무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3조>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는
우리나라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양의 GMO를 수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GMO가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하거나 혹은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서 강화해야한다. 그러므로, 제3조 ②항의 1호는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비의도적인 혼입이 1%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3조> ②항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는 제3조 ①항의 2호의 사유와 같으므로 제3조
②항의 2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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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호
다.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기존 농산물과 비교하여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기존농축수산물을
비교하여 유전자조작농축수산물이라고해서 특별히 이 더 우수한 듯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농축수산물과 같은 기준으로 영양성분 등의 표기하면 된다. 그러므로 5조 1호의 다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5조>
3.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나.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 - - 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이므로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하면 됨
그러므로 제5조 3호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가목의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나목의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삭제하고,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수정해야한다.
<제6조>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국내에서도 수입농산물
운송과정에서 발아한 종자의 꽃가루로 인해 국내 작물이 오염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비의적 혼입률 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제3조 ②항 1호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6조의 7호는
7.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율은 0.9%까지 허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NON-GMO 농축수산물을 NON-GMO로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NON-GMO농산물에 대한 차별일 뿐만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6조의 ②항은 삭제해야 한다.
<제7조> ①항 1호
라.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강화된 성분명,예: 올레산 강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 또는
"○○○○○○(변화된 성분명, 예: 스테아리돈산) 함유 유전자변형 ○○(농산물품목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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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한다. 는 유전자조작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우수듯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농축수산물과 같은 기준으로 영양성분 등의 표기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7조 ①항 1호의 라목은 삭제해야 한다.
5. 농업의 위기
5-1 농가인구 변화추이

(단위 : 천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전체인구(A)

38,124

40,806

42,869

44,608

47,008

48,138

49,410

50,220

농가인구(B)

10,827

8,521

6,661

4,851

4,031

3,433

3,062

2,847

가구당인구(명)

5.02

4.42

3.77

3.23

2.91

2.7

2.61

2.49

B/A(%)

28.4

19.9

15.5

10.9

8.6

7.1

6.2

5.7

자료 : 통계청, 주택인구총조사.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2014

1980년 농가인구는 국민 전체인구의 28.4%에서 1990년 15.5%, 2000년에는 8.6%, 2010년
6.2% 2013년에는 5.7%로 감소하였고,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10,827천명에서
2,847명으로 73.7%가 감소하였으며, 농가당 가구원 수도 동기간에 가구당 5.02명에서 2,49명으로
절반 이하로 즐어 들었다.
5-2 농촌인구 변화추이

(단위 : 천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 국(A)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농어촌(B)

15,998

14,001

11,100

9,562

9,343

8,704

8,627

B / A(%)

42.8

34.6

25.6

21.5

20.3

18.5

17.8

주) 농어촌 인구는 해당연도의 읍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인구는 외국인 불포함임.
자료 : 통계청, 주택인구총조사. 각년도

절대적ㆍ상대적인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 올수록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총 인구대비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80년 42.8%에서 1990년에는 25.6%, 2000년에는
20.3%, 2010년에는 17.8%로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올수록 과거에
비해 감소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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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농규모별 승계인력 확보 현황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전국

9.8

9

9.8

9.8

경지없는 농가

11.6

12.3

12.4

11.9

1.0ha 미만

8.2

7.3

8

7.9

1.0~3.0ha 미만

12.2

11.2

12.3

12.6

3.0~5.0ha 미만

14.3

13.8

14.5

14.5

5.0~7.0ha 미만

14.9

14.2

17.1

17.4

7.0~10.0ha 미만

14.6

13.3

15.3

14.9

10ha 이상

22.1

18.8

20.8

19.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년도

2014년, 영농 승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9.8%로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농지규모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영농승계자 확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5.0~7.0ha에서 영농승계자 확보율이
상승(2011년 14.9% → 2014년 17.4%)하고 있는 반면, 10ha 이상 농가의 경우 영농승계자
확보율이 감소(2011년 22.1% → 2014년 19.4%)하고 있다.

5-4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변화 추이
(단위 : 천원,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농가소득(A)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0,148

31,031

34,524

도시근로자가구소득(B)

11,343

22,771

28,659

39,025

48,092

50,983

53,908

55,275

비중(A/B)

97.2

95.8

80.5

78.2

66.8

59.1

57.6

62.5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점차적으로 소득 격차(1990년
97.2% → 2013년 62.5%)가 벌어져 농촌을 떠나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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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가소득의 구성별 변화추이
(단위 : 천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농가소득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0,148

31,031

34,524

농업소득

6,264

10,469

10,897

11,815

10,098

8,753

9,127

10,035

농외소득

2,841

6,931

7,432

9,884

12,946

12.949

13,585

15,705

이전소득

1,921

4,403

4,743

8,803

9,077

8,446

8,319

8,784

2005년 이후 농가소득 장기간 정체(보합세),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만큼 감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추월, 이전소득도 농업소득에 근접하고 있다.

5-6 농업소득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농업소득(A-B)

6,264

10,469

10,897

11,815

10,098

8,753

9,127

10,035

농업총수입(A)

9,078

16,012

19,514

26,496

27,221

26,457

27,589

30,648

농업경영비(B)

2,814

5,543

8,617

14,681

17,123

17,704

18,461

20,613

1995년 이후 약 20년간 농업소득 장기 정체(보합세), 실질소득 대폭 감소 농업총수입(가격x생산량)은 약
1.9배 증가, 농업경영비는 약 3.7배 증가하고 있다.

5-7 농가부채의 성격과 변화추이
(단위 : 천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농가부채

4,734

9,163

20,207

27,210

27,210

27,363

농업용

2,639

6,351

12,153

16,315

12,930

11,715

가계용

1,015

1,110

3,882

6,614

7,330

7,729

겸업용

162

403

1,336

1,386

3,453

2,347

기타용

919

1,298

2,835

2,894

3,497

5,571

2000년대 초반까지 급증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농가부채 장기간 보합세 농업용 부채 비중 감소,
가계용 부채 비중 증가(부채구조의 질적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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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 말에 갈음하여
오천만 국민의 밥상이 안전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 농민이 행복해야 한다. 오천만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농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GMO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이득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지구상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의 주식을 GMO화 한 나라가 있는가? GMO 완전표시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농업의 위기는 GMO 상용화가 큰
원인이기도 하다. GMO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MO 종자개발과
GMO 농산물 최대생산지인 미국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식단으로 밥상문화를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한 공동체를 일구고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재) 지역재단 농정 대연구 공개포럼 자료집
•먹거리 무엇을 교육할까? 원광대 김은진 교수
•「한국은 식용 GMO 수입 왕국」이 되다 권영근 박사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GMO 표시 거꾸로 가는 식약청을 고발 한다 -식량닷컴•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국회의원단 의견서
•한겨레 21 2016.7.11. 제1119호
•주간경향 2016.7.12.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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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노인 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 6천명(전체 인구의 12.7%)이고, 안동시는 33,358명(전체 인구의
19.7%)이다. 2017년이면 전체인구의 14%에 접어들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여만 명(20.8%)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이다1).
이러한 고령자 추세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 및 기능수준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2011년)
결과보고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노인의 비율이
전체노인의 11.5%에 불과하여, 이는 10년 전의 동일한 지역사회
조사결과에 비하여 오히려 더 악화된 수준2)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의
증가는 평균수명 연장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후기노년기는 질병과
글·손광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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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노인의료비 등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 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건강 증진서비스는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건강 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노인 건강관리의 목표는 단순한
수명연장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생활의 영위와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
하도록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노인은 더욱 건강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유지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지역사회 거주 건강노인 또는
허약과정의 노인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노인 건강관리 목표설정
노년기의 건강노화를 위하여 권장되는 핵심적인 관리요소로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건강생활습관의 강화이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건강노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른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사회
1) 통계청, 2014 장래인구 추계
2) 2001년도 조사 결과 만성질환
없음 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실태조사, 2001, 2011

노인건강서비스기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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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기능보호 요구도를 가진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능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강한 노인인 경우
생활기능 하락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
노년기 건강관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보이는 근거중심적인 프로그램 내용 마련이 필요하고, 개인별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효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노인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질병이
없거나 생활기능이 온전한 건강노인,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신체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허약노인, 신체 정신적으로 기능장애가
발생한 기능장애노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3. 노인의 건강수준의 평가3)
지역사회 노인의 종합적 건강수준 평가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3) 노인의 건강수준의 평가는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에 게재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윤종률 등, 2015)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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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병 및 적절관리 여부로 노인성 질환 및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을
고려한 복용 약물의 개수 확인, 건강수준, 건강생활 습관 확인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기능상태 평가로 일상생활기능 상태(IADL) 등 기능평가 및
허약평가, 하지근력과 보행능력 평가, 낙상위험성, 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 확인을 위한 평가지표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
향상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전후비교를 위한 지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4.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방안
지역사회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중심적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고려되며 요구도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유병률이 높고 합병증의 위험이 많은
만성 노인성질환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허약(노쇠) 상태에 접어들지 않도록 하는
운동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구강 문제나 저작능력의 저하, 식욕의
저하와 소화기능 장애 등에 의해 쉽게 발생하고, 만성질병 관리 및 적정체중
유지, 기력저하 예방 등과 관련되는 영양프로그램이다.
네 번째는 신체기능의 저하와 우울감,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외활동의 감소, 칩거, 무기력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집단적인 사회활동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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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표준화된 건강수준평가를 적용하여
건강수준과 취약부분을 파악하여 가장 요구도가 높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수준 평가는 만성질병 유무 및 적절한 관리여부,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여부, 일상생활기능의 수준, 낙상 위험성, 사회활동 참여정도, 허약수준,
인지기능상태, 우울증 여부 등 8가지가 고려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강과 기능상의 문제점은 만성질환 관리, 운동, 영양, 사회활동, 인지재활
등의 5개 분야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중 최소한 2~3가지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향상
효과성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효과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수준이 향상된 이후에도 이들 노인들의
건강수준은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위험
요인들이 있으면 새로운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4) 운동강습 중복방지 및 자원연계를
통한 사업 내실화 도모,
2016년 노인건강증진사업
건강백세운동교실
추진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없음 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실태조사, 20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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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건강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100세 시대, 지역사회 효율적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협의체4) 구성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노인건강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건강수명을 향상하는 것이 바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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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신도청 신청사의 모습

경북도청이 산격동 청사에 자리잡은 지 50년 만에 더부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지난 2월 안동시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청사 이전은
경상북도(慶尙北道)라는 이름이 붙은 지 120년만의 일이자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돼 경북도와 분리된 지 35년만의 일로, 오랜 더부살이 생활을 끝내고
도청소재지와 행정관할 구역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안동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동서 발전축의 중심지로서 문화관광 도시, 첨단
바이오산업 등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행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일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도시 조성 사업 2단계에 돌입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중점 추진하면서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호텔, 스포츠 플라자,
생태호수 공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글·권광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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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계획이다.

이제 안동시도 명품 도청 신도시 건설에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출발점에서 기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과 추진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만 경북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청 신도시의 조기 정착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안동시 원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도심과
신도심간 보완적 기능을 통해 역할을 분담시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안동시 신도심은 도청 소재시로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신 성장 거점지역으로 산업기반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자족 도시로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 원도심은 정주 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기능
재편, 상권 활성화, 도심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안동시 신년 보고회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를 실현하고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을 만들기 위해
경북 발전중심 새 도시 건설, 문화향기 짙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구현, 활기찬
경제·활력 넘치는 농촌, 안심하고 살기 좋은 그린안전복지 도시 조성, 인성과
함성이 드높은 교육스포츠 도시 구현, 동서권역이 균형 발전하는 미래지향
도시기반 구축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1천3백여 안동시 직원들이 도청 이전은 안동시가 단순히 도청소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동이 경북중심으로 도약하여 안동인의 얼을 바로 세우고
후대 천년의 번영을 이어갈 출발임을 인식하고 경북발전의 중심, 신도청시대를
앞당겨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생산적인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들과 약속한 안동시의 역점시책 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동시의 동서남북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안동시 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3대 문화권사업,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도시공간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한옥마을 조성,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역사, 폐선부지 활용 방안 등은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활용방안, 민간자본 확충, 관광객 유치 등에 치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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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혼신의 노력과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할 안동시의 미래 사업들이다.
2027년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도 단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을 비롯한 시민 편의시설 등 도시기반 인프라 전반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 가고 이처럼 안동시의 개발 중심축이 서쪽지역으로 편중이
가중화 되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안동시 동·남·북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구도심에 정착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권 침체, 생활환경의 슬럼화,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저평가 등 부정적 요인들은 주민간에 심리적 박탈감을 주어
다양한 지역갈등도 표출시킬 수 있다.
도 단위 기관단체 이전도 200여개 기관단체 중 경북과 대구를 통합 관할하는
70여개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107개 기관을 포함한 130여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단체 전체를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획일적인 계획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부 이전대상 기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하게 안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는 안동시
동서남북 전체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이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에 더하여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2018년 안동역 이전계획 등으로 철도역사 주변 중구동을 비롯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안동시 동·남·북 지역에 도청유치의 혜택보다는
새로운 낙후지역으로 전락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및 지역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상황 인식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6기 안동시에서는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안동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도시 확산과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우려되는 도심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특성화된 테마 거리
육성, 낙동강을 활용한 문화·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동서남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확고한 행정적 의지와 세심한 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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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동번영시대 5대 추진사업인 동부터미널 설치, 시민불편 규제개혁,
예천공항 재 개항, 한국 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공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특히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은 전국을 두 시간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
동서4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전철화 사업, 세종시와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이천~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를 안동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안동시가 문화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서
전국적인 거점이 되어야 한다.
안동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이 있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한 사과, 산약, 생강 등 대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 특화단지를 통해
지금도 경북 북부권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입농산물의 거센 도전에 대응하여 지역민들의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도·농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동한우, 안동참마돼지 등 축산분야 및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약용작물의 재배 활성화, 약용작물개발센터의 건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동·서 균형개발사업으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용상시장 주변지역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용상 비행기장 부지 활용방안,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
반변천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활용 방안 등 많은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있다.
올해 말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예정, 2022년 완공 목표로 안동~포항 국도
확장공사 등 경북 동·남부지역 개방에 대비하여 동부 지역의 허브인 용상동을
중심으로 기존 용상시장 주변지역 정비 및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용상 비행기장 일대를 개발하여 안동 동부터미널(복합
환승센터),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동·남부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6년 6월 21일 대전시청에서 경북을 포함한 중부권정책협의회
(지리적으로 한반도 허리권에 속한 지역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핵심SOC 구축, 전략산업 육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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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및 융성, 백두대간프로젝트추진, 스포츠ㆍ관광 협력 등에 공조체계 강화
및 상생협력하기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오성과 원주, 안동을 연계한 ‘국가 미래 농생명 벨트’조성 등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지역별로 상생현안을 제안 받아 한반도 허리경제권 발전과제로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안동시가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의 안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침체된 동·남·북 지역의 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도청시대의 혜택이 안동시 전역에 골고루 전파되고 역동적인
안동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안동인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84

ANDONG CITY COUNCIL

특별기고

김호태 이사장

들을 안동과 볼 안동

이윤정 대표

스트레스의 실체와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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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어떻게 파트너쉽을 강화할 것인가?

한혜경 교수

지방의회 PR의 출발점, 공중 만들기 : 안동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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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동은 만만치가 않다. 그들은
안동사람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뭐 별스런
동네로 여겨 많은 기대를 하며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동사람으로 살아가기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들을 안동과 볼 안동

안동 사람이 타 지역에 갔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양반,
선비, 전통문화 등의 수식어를 쉽사리 붙여 준다. 분명
안동사람으로는 자랑거리이지만, 현대적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발을 빼고 싶어진다. 하지만 어른들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기에 엉거주춤 안동사람이란 명패를
달고 살아가는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도시의 가치를 따질
때 큰 건물과 잘 닦긴 도로 등 산업 발달과 경제적 측면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재된 역사와 전통문화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그 기억과
역사가 표출되는 것이 이야기이고 문화유산이다. 그런 점에서
안동은 조상의 은혜로운 보배들이 가득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안동의 문화는 서울처럼 정치 행정 중심지의 중앙 문화가

글·김호태
(사)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이사장

아니라 지방문화이다. 그 중에서도 경주나 공주처럼 한
시대의 왕조가 자리 잡았던 곳과도 차별되는 서민 생활 중심의
적층문화이다. 그래서 겉으로 화려하고 덩치 큰 것과는 거리가
먼 자연 중심의 실생활에서 비롯된 문화들이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집적된 인간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지방의 선비로 살면서 가족도 잃고 보금자리도 버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전 생애와 모든
재산을 바쳤던 큰 어른들이 살았던 안동은 그 자체가 문화의
보배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구호를 곳곳에 내걸어 두어도
타지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안동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남긴 많은 기록들과 이야기 그리고 고택들이 모두 귀중한
문화유산들이다. 그래서 한나절 지나칠 안동이 아니라 몇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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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상징이자 서쪽 관문인 ‘서의문’

며칠을 보고 듣고 하나하나 되새겨봐야 보이는 것이

고택들이 미래에는 정신문화를 뒷받침하는 보물이란

안동 문화이다.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동은 골골이 해학과 감동의 이야기가 있다.

아직도 13살 질풍노도기의 손자가 서울에서

풍산들을 전국에서 가장 큰 평야로 알고, 안동

안동까지 내려와 자정을 넘어 지내는 할배 제사는 타

신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 줄 알면서 맥주를 끓여

지역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또 잊어

먹던 좀 숙맥 같은 안동 사람들이 지켜온 고집의

버리려다 기억나는 할매의 얘기가 미래 안동을 지켜내는

해학이 있는 곳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해 거짓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이다.

없이 살았던 인간 중심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여타의 지역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고 높으면서도
방대한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안동이다.

성주 본향은 안동 제비원이 본(本)일내라
한반도 전역 어디를 가나 ‘안동은 성주에 본향

이러한 색다른 기억과 역사들을 안동에 와서 듣고

이라’고 한다. 함경북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성주굿을 하거나 성주치성을 드리면서 성주풀이를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통문화가 지금은 하나둘씩

할 때면 하나같이 안동 제비원을 성주의 본향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지금 안동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지정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안동 바라기는 최고의

엉겁결에 간과하는 안동의 많은 이야기들과 허름한

콘텐츠다. 안동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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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본향 안동제비원(이천동마애여래입상-보물제115호)

분명 성주 신앙만큼은 안동을 능가하는 지역이 있을

가문, 문중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집은 넓게는

수 없다는 것이다.

문중의 문화공동체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주는 집안과 문중의 문화로 한국문화의 근간이

성주 본향 본을 풀면 게 어디가 본이신고 안동주 천제비원에

된다고 할 수 있다.

할나산(학가산)이 보이신가(서울 ‘황제풀이’) / 성주로다

바로 그런 집을 창조하고 지켜주는 신의 고향이

성주로다 성주 본향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에

안동 제비원이다. 따라서 성주신앙은 가장 친밀한

제비조천이 본이라(평양 ‘성주굿’) /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

혈연이 살아가는 최소 사회 단위인 집을 지켜주는

근본이 어디멘고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에 파른 솔씨는 물

신앙이란 점에서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안에 던졌더니(목포 ‘성주굿’)/

그런 점에서 안동의 제비원은 가족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집을 지켜주는 문화의

그 밖에도 황해도, 전북 고창, 군산, 울진 등 전국

고향이며 성지인 셈이다.

어디서나 성주의 본향을 안동이라 노래하고 있다.

안동은 성주의 본향답게 유형의 집(건축물)과

안동 제비원의 성주신앙은 안동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무형의 가족문화가 모두 풍부한 곳이다. 안동에는

아닌 전국 각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반화된 자료를

목조 문화재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봉정사 극락전이

바탕으로 한 보편성을 갖기에 큰 가치를 지닌다.

있고, 세계에서 평생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성주는 집을 창조하고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1,001개의 건축물로 알려진 민간가옥 가운데 가장

가족의 건강과 가족 간의 화목을 주는 동시에 집을

오래된 임청각을 비롯한 많은 고택이 있다. 그리고

자연 재해, 화재, 인재 등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친지들이 함께 모여 관혼상제를 치러내는 건전한

집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건축물(house)만의

가족과 문중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 이것은 오래

의미뿐만 아니라 ‘가정(home)’이란 의미를 함께

전부터 내려오는 성주의 본향 안동이란 뿌리에서

가진다. 안동에서 말하는 ‘우리 집안’이라는 표현에는

비롯된 문화유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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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소망은
제비원 미륵불이 조성되기 수만 년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제비원의 거대한 바위는 천연의 은신처였을
것이고 원시 안동사람들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 바위 밑에서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면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 기도했을 것이고
고대에 불교가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집을 지켜주는
신의 고향으로 남아 수 만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제비원이다.
제비원은 사람이 살면서 생겨났을 불교 이전
초자연적 신앙의 터전이다. 그래서 단순히 현대

임청각은 한국에서 서울 종묘,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평생 꼭 가
봐야 할 건물로 알려져 있다.

기술에 의한 큰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나열해서는 안
된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가 사람들에게 신비성을
갖게 하는 것은 높은 산위에서 만나는 초자연적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견훤 편에 서는 것이

위대함 때문이다. 이처럼 제비원도 현대의 사고에서

쉽고 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벗어나 좀 더 자연적으로 가꾸고 지켜졌으면 한다.

택했다. 고창전투 일명 병산 전투는 안동사람들이

그렇게 가꾸어 질 때 비로소 안동의 뿌리 정신을

정의 편에서 의리를 지키는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성주신앙의 본향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왕건은 병산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이다.

견훤은 석산에 진을 쳤는데 그 거리가 불과 500보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견훤 편의 시랑 김악이

삼태사와 안중(安中)할매

사로잡히고 견훤 군사 8천명이 죽게 된다. 그래서

제비원이 집을 지키는 근원적인 문화를 담고

왕건은 크게 승리하여 고창 성주 김선평을 대광으로

있다면 안동의 태사묘는 안동 사람들의 정신적

삼고 권행과 장길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고을을

지향점을 표출시킨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견훤은

안동부로 승격하였다는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신라 경주로
쳐들어와 경애왕을 죽이고 왕비를 능욕하고 신하와

이 짧은 결과론적 역사기록만으로 현장이야기를

백성을 살육했다. 그리고 팔공산 전투에 이어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안동에는 지금도 주막집

의성에서도 왕건과 싸워 크게 승리한다. 그리고 안동

안중(安中)할매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놓쳐버린

땅 마저 점령한다. 이때 안동의 김선평, 권행, 장길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와룡과 안동시내 사이

세 사람은 후삼국 중 가장 막강했던 후백제 견훤의

서지에서 주막을 하던 안중할매는 술을 잘 담그기로

편에 서지 않고 목숨을 담보한 도전을 시작한다.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때 안중할매의 주막은

안동은 본래 신라의 땅으로 신라의 백성이기에

견훤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석산과 가까웠다.

의리상 견훤의 편을 들 수 없다는 논리다. 연이은

그래서 견훤 군사들이 상관 몰래 술을 먹으러 자주

패배로 약할 대로 약해진 왕건의 편을 드는 것은

찾는 중요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자 안중 할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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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를 있는 대로 모아 고삼(苦蔘-너삼)을 넣어
독주를 빚어 준비해 두었다.

풍부한 이야기 꺼리를 제공하고 있다.
병산전투는 안동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안중 할매가 만든 고삼주는 향기가 특별하고

때 위아래 구분 없이 힘을 합쳐 난세를 극복한

감칠맛이 있어 한 번 입에 대면 취해 떨어질 때까지

역사다. 이렇게 형성된 안동사람들의 기질은 근대

술잔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술맛이 좋을 뿐더러

독립운동사에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독성이 있어 취하면 오래도록 깨지 못하였다.

뿌듯해진다. 이후 안동은 충렬왕 방문과 공민왕의

고달픈 싸움에 지친 견훤 군사들은 안중할매가 주는

몽진으로 대도호부의 지위를 이어간다. 그리고

고삼주(苦蔘酒)를 먹고 모두 진지에서 술에 취해

고려를 이어 조선이 탄생한 후에도 개성에 살던

잠들게 된다. 안중할매는 이때를 틈타 삼태사께

권문세족들이 찾아와 사는 곳이 되었다.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다. 삼태사는
안동부민들과 함께 견훤 군사를 물리치고 고려

퇴계 선생이 계시는 안동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승리의 환희와

삼태사의 고창전투가 행정적 질서 속에서 안동이

기쁨은 차전놀이를 통해 지금도 민중들에 의해

외부적으로 부각된 역사적 사건이라면 내부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안동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킨 일은 역시 퇴계 선생의

안동 태사묘에는 병산대첩의 주역인 삼 태사를

탄생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퇴계 선생을 빼면

모신 사당이 있고, 사당 삼문 바로 앞 숭보당(崇報堂)

안동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또 일부 역사는 그 큰 빛에

서북 편에는 안중 할매를 모신 안묘당(安廟堂)이

가려 묻혀 버리기도 한다지만 퇴계 선생으로 비롯된

있다. 안묘당은 비록 작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많은 인재들이 엮어내는 안동 역사는 전국 어디에서도

때 미천한 몸으로 기지를 발휘한 승리의 주역이었던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안중 할매의 이야기를 천년 넘게 담아 전하고 있다.

퇴계 선생은 대단한 학자셨지만 정작 퇴계 선생

삼태사가 이뤄낸 큰 공적에 더하여 민중의 참여라는

본인은 경(敬)이란 방패로 최대한 낮추어 감추려

도산서당 살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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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분이셨다. 이를 잘 보여주는 곳이 도산서원의 도산서당(陶山書堂)이다. 방과 부엌
그리고 마루. 세 칸 형식의 기와집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두 칸 반이 안 되는 ‘一’자형의
맞배지붕의 작은 건물이다. 그리고 엉성한 살평상이 붙어있는 우리나라 고건축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이 보잘 것 없는 건물이다. 조선의 대학자가 기거하시던 건물로 믿기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 양쪽에 각각 가작을 균형감 없이 달았다. 제자 한강 정구가
달아냈다는 살평상이 있는 동쪽은 좀 넓은 가작을 붙여 달았는데 부엌이 있는 서쪽의
가작은 볼모양 없이 작다.
작디작은 도산서당 단칸방에는 ‘평생 도(道)를 즐기고 완상한다’는 완락재(玩樂齋)란
작은 현판이 걸려있고, 키가 조금만 커도 머리가 부딪칠 마루에는 ‘바위 밑에서
살면서라도 학문의 도를 끝까지 얻겠다’는 암서헌(巖栖軒)이란 작은 현판을 달아 두었다.
그리고 화단에는 매화, 대나무, 국화를 심고 산기슭에 소나무와 함께 절개를 지키는
친구(節友)로 삼고, 앞마당 정우당(淨友塘)에는 연꽃을 심어 청빈한 군자를 대하듯 만년을
보낸다. 선생은 이 작은 서당에서 학문과 사색을 하면서 제자들을 길렀다. 어쩌면 이
작은 서당은 퇴계 선생의 도학이 반영된 상징적 공간일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에서 겸손으로 후세 인간에게 스스로
낮추는 법(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퇴계 선생 사후 200년 뒤 1792년 3월에 정조대왕은 규장각 대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에
보내어 제사를 올리고 특별 과거를 보인다. 이 때 도산별시에 답안지 제출자가
3,632명이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후에 서울에서 7명을 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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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을 주었고, 정조대왕이 전하는 말씀과 제문은

이조판서 이이 졸기(卒記) -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전교당에 게시 되었고, 별시를 치르던 곳에는

청현직(淸顯職)을 여러 번 사양하였으며, 그 도를

시사단을 쌓고 비를 세우게 했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작게 쓰고자 아니하여 해주(海州)의 산중으로 물러가

구국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던 퇴계 학맥의

살면서 강학(講學)하며 후학을 교육시켰다. 이에

선비들은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세워 주자(朱子)를 사사(祠祀)하며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서애 류성룡의 뛰어난

정암(靜菴)·퇴계(退溪)를 배향(配享)하여 본보기로 삼았다.

정치외교술과 인재등용, 학봉 김성일의 관군과

-선조실록, 선조17(1584)년 1월 1일-

의병을 통솔하는 인덕들이 모두 퇴계 학맥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학봉, 서애로 이어진 퇴계의

참찬관(參贊官) 정엽(鄭曄 - 율곡의 문하생)이 선조께

학통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서산 김흥락, 척암

‘근세의 이황(李滉)은 사문(斯文-유교적 도의)에 공이 있어

김도화의 의병활동으로 이어졌고, 석주 이상룡, 동산

송(宋)의 주자와 같았고, 그 뒤의 이이(李珥)는 학문에 힘써

유인식, 일송 김동삼 같은 혁신유림을 탄생시켰다.

조행이 있었으며, 지금은 조목이 그에 가깝습니다.’ 하자,

그래서 퇴계 선생은 생시에 이미 우뚝한 학자였으며

김수가 아뢰기를, ‘정엽(鄭曄)의 아뢴 바가 옳습니다.’

지금까지도 최고의 성리학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선조실록,선조34(1601)년 3월 17일-

퇴계 학문을 어떤 이는 기대승과 비교하거나 율곡

선조실록의 이이 졸기에서 평소 주자와 정암

이이의 학문과 논쟁거리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정사에 모셔두고 향사했음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두 분은 퇴계와

알 수 있고, 그 뒤에 율곡의 제자였던 정엽이

세대가 다른 분들이다. 32살의 장래가 촉망되고

퇴계선생을 주자에 비유했으며 이이는 학문에 힘써

똑똑했던 기대승이 보낸 편지에 59살의 노학자가

생활에서 모든 행실이 바른 태도로 나타났다(操行)고

정성을 다해 나눈 고도의 철학적 대화를 논쟁거리로

하였다. 퇴계 선생의 학문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율곡

보아 사단칠정 논쟁이란 말로 마치 1대 1상황으로

역시 그 뒤를 잇는 대단한 학자로 높이 평가되어야

만든 것은 파벌로 갈라놓기를 좋아했던 일제

한다. 모든 학문은 축적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강점기 학자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세대가 다른

있다. 나이 젊은 제자가 생각하는 사단칠정에 대한

학자를 두고 동등하게 대비시키거나 우위를 따지는

신선한 생각을 받아주고 노학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연구 방법이다.

장이었다. 이러한 큰 스승의 가르침을 논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대승이 보아도 나무랄 일이다.

1969년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은 퇴계 선생이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체계에 상처와 변질을

이율곡과의 이기(理氣)철학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가져왔다. 강변에서 올라오던 진입로는 서쪽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다. 퇴계 선생과 율곡은 무려

산기슭을 따라 내려오면서 서원을 아래로 내려

35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퇴계와 율곡의 학문을

보면서 들어오는 꼴이 되어 전통 건축의 배치법에선

두고 낫고 못하고를 따질 수 있는 연배가 아닌 것을

기피하는 진입로가 되었다. 입구에서 마주치는

일본 학자들의 편 가르기에 편승한 후세 학자들의

천광운영대는 조용히 산책하면서 자연을 조망하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것들이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5m이상 높여진 마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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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와 왕버들이 몸체가 땅에 묻혀 기이한 모양이 되었다.
이제는 낙동강 솔숲을 따라오다가 서원 입구 곡구암에서 좁은 길을 걸어 올라오며
느끼는 그윽한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시야를 가리는 진입로의 향나무, 도산서당 보다
키가 큰 금송과 궁궐에 있을 화강암으로 사고석 담장을 만들어 정감어린 돌담은 모두
사라졌다.
도산서원은 전체가 사적170호이다. 그리고 전교당이 보물 제210호, 상덕사 및 삼문이
보물 2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덕사와 삼문을 1969년 보물로 지정할 때 원래 명칭은
서원상덕사부정문급 사주토병(陶山書院尙德祠附正門 及 四周土屛)었는데 2010년 4월 27일
새로 바뀐 것이다. 이 명칭에서 사주토병은 사방으로 둘러쳐진 흙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지정할 당시만 해도 상덕사를 둘러싸고 있는 보물급의 담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최고의 학자 퇴계 선생은 도산 서당 주위에 나무 하나, 돌 하나도 쉽게 보아 넘기지
않았다. 자연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얻어 자연에서 도를 찾았던 것이다. 만약 도산서당이
오량각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그의 학문적 가르침은 반감했을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600년 이화촌 하회마을과 탈춤
한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문화시대를 꼽는다면 조선시대 문화를 말한다. 현재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현대 문명으로 편안히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강점기가 끼어들어서 굴절과 변질을
강요당한 시대가 있었다. 일제는 서구의 문명발전론을 앞세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여지없이 파괴했다. 일본은 임금이 살던 창경궁을 동물을 사육하는 창경원으로 바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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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별신굿탈춤놀이와 같은 조선시대 민속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사실은 영국 여왕이 찾기 훨씬 전인 1981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위해 지구 저편 프랑스에서
유명한 세계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가
찾아온 곳이 하회 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허씨와 안씨가 화산 가까이에 물을 피해
살았고 그 뒤에 류씨들이 산과 떨어진 물가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터를 잡고 집을 지을 때 낮에 기둥을
세워두면 밤새 누가 와서 무너뜨리기를 수차례.
조선왕조는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만하는 왕조로

그래서 미리 터 잡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큰 고개 아래

식민지 교육을 했다. 그리고 조선의 정치 이념인

삼거리에 원두막을 짓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성리학은 양반들이 당파싸움이나 하는 도구로

밥과 짚신을 삼아 대접하고 인심을 얻었다. 그리고

교육되어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퇴계학을

나서야 하회에 터를 잡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몰래 가져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어렵게 얻은 터이지만 물 가까이에 있어 항상

오히려 유교이념의 나쁜 점만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의

물의 위험을 느끼며 살았다. 그래서 류씨들은 물을

신문명을 과시하며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했던

지혜로 다스렸다. 만송정 솔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것이다.

심어 물길을 돌렸고 물살이 급하면 왕버들과 바위를

이 상실의 시대가 지나고 오늘날 서울의 왕궁이

가장자리에 쌓고 강바닥에는 잔자갈과 굵은 돌로

옛날처럼 복원되었고 유물들이 수습되어 박물관에

자연스럽게 물길을 돌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화려하게 전시되었다. 그리고 한옥을 모아 민속촌도

강변에 쌓이기도 하고 일부는 자연스럽게 하류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제가 휩쓸고 간 이땅에는 조선

흘러가게 했다. 지금 하회마을 건너편에 큰 돌 일부가

500년의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는 곳이 없다.

남아 있고 강변에 느티나무와 겸암 류운용 선생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에서의 방문지를

조성했다는 천연기념물 만송정 숲이 그 증거들이다.

선택하는 데 무려 6개월 동안 고심했다고 한다. 그

그리고 마을 안에는 삼신당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과정에서 창덕궁, 용인민속촌, 전주 등 많은 곳이

배나무를 집집마다 심고 대추나무와 감나무도

후보지로 거론되었지만 영국 왕실은 하회마을을

심었다. 그래서 봄에 배꽃이 필 때면 부용대(芙蓉臺-

택했다. 이유는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연꽃을 보는 대)에서 내려다보면 삼신당 느티나무가

유교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안동이고 집적되어 있는

새잎이 돋아나 중심의 꽃술이 되고 흰 배꽃이

곳이 하회마을이었기 때문이다. 하회마을은 그만한

마을 전체를 덮어 한 송이의 연꽃처럼 보였다고

가치가 있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선시대를

한다. 그리고 만송정 솔숲은 푸른 연잎처럼 흰

대표하는 3·4백 년 된 한옥이 한곳에 모여 있고, 그

배꽃과 대조를 이루어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리학을 교육했던 서원과 조상의 제사를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 있어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모시며 문중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종가가 잘 보존되어

연꽃처럼 보인다하여 연화부수형과 부합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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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에 남아있는 200년 넘은 배나무

그리고 뒷산은 가운데 산을 두고 여러 개의 봉우리가 모여 연꽃을 닮았다고 화산(花山꽃뫼)이라하고 그 아래 흐르는 강을 화천(花川-꽃내)이라 했다.
배나무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청실, 황실, 금감, 묻배를 집집마다 뒤뜰에 심어
꽃도 보고 과일도 먹었다. ‘배꽃이 활짝 필 때면 온 마을은 한 송이 흰 꽃 봉우리가 되어
삶에 희망을 주었다’는 충효당 종부 고박필순 할머니의 말은 당시에 배나무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실감케 한다. 청실배는 7. 8월에 따서 먹으면 시원함이 더위를 식혔고,
금강배는 9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때 먹었으며, 황실과 묻배는 서리가 온 후
뒷산의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갈비를 모아다가 그 속에 갈무리하여 겨울에 먹었다.
풍산류씨 화수회가 1914년부터 운영하던 중등 과정의 동화학교는 5년만에 문을 닫는다.
이유는 3.1운동에 이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일제가 이 학교를 폐교하고 풍남공립
보통학교를 세워 왜인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으로 학교 교정에
향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문제는 향나무에 서식하고 있는 적성병균이 배나무에 날아와
배나무를 모두 죽게 했던 것이다. 하회 마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무심코 향나무를 정원수로
가꾸었다. 그리고 잘된 정원으로 상까지 주었던 기관도 있었으니 모든 사람이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그 후 배나무는 베어 가구용 목재로 목재상에게 팔려 나가게 되고 말았다.
무늬가 좋은 고목은 가구의 재료로 쓰이거나 돈 많은 사람의 문틀로 모두 베어진 것이다.
하회마을의 선조들은 나무를 종류별로 심어 여름 더위를 피하는 동시에 모래로 형성된
지반을 튼튼히 하여 홍수 때 범람을 대비하여 자연스럽게 물이 돌아가게 했다. 그
분들의 지혜는 그것만이 아니다. 지혜 있는 후손들을 기르는 동시에 문화가 있는 마을로
이끌었다. 이렇게 600년을 계속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상류층인 양반 선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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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풍자하는 하회별신굿을 통해 하층민과의

송덕비가 없는 안동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찾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행정관청에 들어서면 비석들이 줄 지어 서

가능했다. 양반인 풍산류씨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조선시대에 지방

아니라 류전서공이 처음 3년 동안 지역민에게

수령들의 선정(善政)을 찬양한 송덕비(頌德碑)들이다.

베풀었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었다. 양반

지방 수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혹은 그

스스로 정화되어 모범이 되는 기능을 한 셈이다.

후에 지방민들이 수령의 치적을 찬양하여 기금을

하회마을에는 영의정을 지낸 서애 대감을 비롯한

모아 세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고 그 후예들은

안동 관아가 있던 옛 안동군청 자리나 현 시청 내에도

지금도 장관, 국회의원, 기업인, 탤런트 등 뛰어난

송덕비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안동에 파견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하회마을은 그

수령들 가운데는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푼 사람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있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무제한적인 개발이

호사가들은 안동을 산이 많고(山多), 인재가

대세인 시대에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지

많고(人多), 서원이 많은(院多)것을 일러 삼다(三多)라

않았고 수십 년 동안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살면서

하고, 또 삼무(三無)로 안동 관내에 만석거부가 없고,

돌가루(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고 병산가는 길을

송덕비(頌德碑)가 없으며, 향리(鄕吏-아전)가 성내에

간직하고 있다. 돈보다 자긍심으로 살아왔기에

거주하지 않음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야기

가능했던 일이다.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꺼리가 되는 것은 송덕비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살아온 하회마을과 주변마을은 도청이 오면서 더

안동에는 지방수령의 송덕비가 없는 것일까?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안동에도 송덕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천동 산
154번지 암벽에 새겨져 있던 김상철(金尙喆)·이병모

외지 사람들은 현대적 삶보다 옛날의 하회를

(李秉模)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1786)를 쓰레기 매립으로

보러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사람과 찾아오는

암벽을 절단하여 부근에 옮겼다가 국도 확장공사로

관광객이 함께 만족하는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안동민속박물관 정원에 옮겨 놓았고, 조선 후기

마을로 거듭나야 할 때다. 단순히 하회마을만 생각할

때 것으로 보이는 도산면 태자리의 예안현감

것이 아니라 하아, 병산, 인금, 광덕, 부용대, 현외를

박인수와 순상 조강하의 공덕을 기록한 공덕비

포함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 하회 매표소는 현재

(朴寅壽·趙康夏不忘碑) 역시 암벽에 새겨져 있는

한우와 된장 식당 있는 나와 설치해서 광범위한

것을 도로확장 공사로 파손되자 1993년에 새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을이 될

만들어 세운 것이 있다.

수 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강 건너

또 서후 태장리 봉정사 입구에 순조 때 안동

주변 경관이 무너지고 결국 나중에는 현대 문명

부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익조선정 불망비

속에 섬처럼 떠 있는 한옥 마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鄭翊朝善政不忘碑)가 1910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알아야 한다. 하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을이기에

전하고 있다.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경관 또한 당연히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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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송덕비라고는 할 수 없어도 부사의
치적을 기록한 송제비 세 기가 있다. 선어대 주유소

옆 도로변 절벽 위에 부사 김륵이 1605년 대홍수로 유실된 제방을 1606년에 쌓은
내용을 권태일이 찬한 송제비(松堤碑)와 그 바로 아래 도로변에는 이상경(李尙慶)이
찬한 1777년 대홍수로 유실된 제방을 안동부사 김상묵(金尙默)이 1780년에 쌓았다는
송제사적비(松堤史蹟碑)가 있다. 또 김상묵이 같은 해에 낙동강 제방을 쌓은 것을
이상경이 찬한 호방사적비(湖防史蹟碑)가 법흥동 칠층전탑 부근에 세워졌다가 안동댐
건설로 안동대학교에 옮겨져 있다.
송덕비가 없는 이유를 문경 새재에 있는 한 선정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재의
선정비 가운데 제 1관문을 지나 용추 바위 부근에 있는 안동부사김상국정문공추사타
루비(安東府使金相國正文公追思墮淚碑)가 실마리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비각은 오랜
세월에 없어지고 주춧돌을 연결하던 장대석이 남아 있어 비석을 세울 당시의 위용을 알만
하다. 상국(相國)이란 조선시대에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타루비(墮淚碑)란 중국 진(晉)나라 때 양양지방 사람들이 양고의 선정을 잊지 못해 그의
비만 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공덕비는 1855년(철종6)에 유기목(柳祈睦)이 짓고 김진형(金鎭衡)이 쓴 내용으로
문경새재에 세운 이유를 적고 있다.
안동의 백성들이 일찍이 돌을 다듬어 비석을 세우려고 했으나 본부에서는 퇴계 선생의 큰 가르침을
어길 수 없다는 교훈에 따라(本府遒退陶不敢褒(襃)先候之訓)비석을 세우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백리 밖 새재에 세우는 이유는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며 안동부사였던 본인도 이
고개를 오가며 경관을 즐겼던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퇴계 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조카 영(寗)에게 장례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
간단히 표시하라고 했던 것이 후대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당시로
보면 종1품의 정승이었던 퇴계 선생의 비석은 그 품계에 따라 크고 높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시골에 숨어 사는 선비를 자처하며 세상을 떠났으니 그것 또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퇴계 선생의 행적은 안동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안동 유림은 퇴계
선생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지방을 거쳐 간
많은 수령들조차도 감히 자신의 공적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방 수령이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공덕비를 세워 찬양할 것까지
없다는 유림의 생각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해관육조(解官六條-수령이 바뀌어 돌아갈 때의 태도와 재임
기간 중 남긴 치적)중 유애(有愛)부분에서 돌에 새겨 덕정(德政)을 칭송하여 영구히 전해

97

특별기고

김호태

퇴계선생이 제자들과 자연을 완상했던 명옥대 창암정사

보이는 선정비(善政碑)는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무로
만든 비(木碑)라도 세우는 것은 아첨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니 세워서
욕을 먹을 바에야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신임 관리를 맞을 때는 쇄마전(刷馬錢)이라
하여 관에서 주는 노잣돈 말고도 백성들이 따로 거두어 바치게 하고, 떠날 때는
입비전(立碑錢)이라 하여 공덕비를 세우는데 돈을 모았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만큼은 그러한 수령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지킨 안동 유림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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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서 현재를 대접하는 곳
지금 안동에는 조상들의 행적을 새긴 유허비나 시를 새긴
시비(詩碑)들이 마구 세워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봉정사 아래
명옥대는 아담하고 작은 정자가 주위자연과 참 잘 어울리는 곳인데
최근 그 앞에 커다랗고 시커먼 유허비가 우뚝 세워져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다. 이는 퇴계 선생의 유훈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안동의
문화는 화려한 문화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화재보다 그 속에
담긴 정신문화가 의미를 더하는 곳이다.
어제의 햇빛으로 오늘이 익는/ 여기는 안동/ 과거로서 현재를 대접하는 곳/
서릿발 붓끝이 제 몫을 알아/ 염치가 법규를 앞서던 곳// 옛 진실에 너무
집착하느라/ 새 진실에는 낭패하기 일쑤긴 하지만/ 불편한 옛것들도 편하게
섬겨가며/ 참말로 저마다 제 몫을 하는 곳// 눈비도 글 읽듯이 내려오시며/
바람도 한 수 읊어 지나가시고/ 동네 개들 덩달아 댓 귀 받듯 짖는 소리/ 아직도
안동이라/ 마지막 자존심 왜 아니겠는가.
-안동,류안진-

첩첩 산골짜기 꼬부랑길도 아스팔트 포장이 다되는데 도청을
코앞에 둔 병산길은 먼지 나는 채로 포장할 줄을 모른다. 지나가는
관광버스의 먼지를 마시며 경운기를 끌고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도
황토색 시멘트포장도 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키는 것이 안동의
문화유산이다.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한국전쟁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도 부도난 회사를 살리려고 배를
곪으면서도 조상 재물은 절대 ‘내 대(代)에선 팔지 않겠다’는 안동
사람들의 삶이 정신문화의 수도를 만든 것이다. 돈 많은 산업
도시를 표방하지 않는 안동은 분명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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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 하나가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야말로 스트레스는 핫 토픽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강의를
하고 다니는 필자는 주제 덕분에 나름 바쁜 강사가 되었다.

스트레스의 실체와
치유

스트레스 강의가 인기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통계상 한국 인구의 30%가
암이다. 10명중 3명은 암에 걸렸다. 스트레스란 도대체 뭐
길래 암을 포함한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통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매년
29명이 자살을 한다. 안동 인구가 현재 17만 정도니, 매년
50명 정도가 안동에서 자살한다고 생각해보라. 요즘은 필자
주위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병에도 걸리고 자살도 한다. 스트레스란
정말 무엇이 길래 우리 스스로를 죽이게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외부요인, 즉 상황이나 다른

글·이윤정
정은엔터테이먼트 대표

사람한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30명 중 15등을
했을 때 어떤 엄마는
“우와 내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반이나 했니?”
하고 대견해하고 또 다른 엄마는
“아니, 누구를 닮아서 15등을 하니? 너희 아빠 닮았니?”
하고 화를 낸다. 이 엄마는 아마 이튿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사우나 가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요즘 우리 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반에서
성적이 반 밖에 안 되는지, 정말 도대체 누굴 닮아 머리가 그
모양인지.......”
두 상황 모두 아들의 학급 성적이 중간 정도인 똑같은
상황인데 두 엄마는 다르게 반응했다. 첫 번째 엄마는 아들의
성적에 별 기대가 없고, 반이면 잘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더 사랑스러울 것이다. 아마 이 엄마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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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건강하고 잘 뛰어 노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엄마는 내 아들 정도면 성적이 상위권은 들어야하고, 내
아들이면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하며,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스트레스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stress에서 str이라는 철자는 라틴어 어근이 tie(매다)와 bind(묶다)의 의미를 가진다.
즉 스트레스란 매여져 있는 마음, 혹은 묶여져 있는 마음이다. 왜 내 아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마음을 묶어두고 괴로워하는가? 그 스트레스의 실체는
내 마음이다. 반에서 15등 한 상황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스트레스인 것이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스트레스다. 그냥 자유로워져라.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만, 내 말을 잘 들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어야 한다. 첫 번째 엄마처럼 꼴찌를 하더라도 “너는 공부를 못해도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니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해보라. 그 엄마와 아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 안에 묶이고 매여져있는 마음이 스트레스라고 했다. 더
풀어보면 내 안에 있는 외로움,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우월감, 바라는 마음, 애정결핍,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탁한 기운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상황이나 타인이 아님을 이제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상황이나
타인은 내 안에 이런 매여져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향타일 뿐이다.
이제 스트레스의 실체를 알았다. 애정결핍, 두려움, 열등감, 분노와 같은 내 안에
잠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는 왜 병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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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도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면 해답이 풀린다.
마음은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심장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하나하나에 존재한다. 손톱 세포에,
머리카락 세포에, 옆구리 살에, 대장의 세포에, 팔 이두근 세포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차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心身一如)라고 하며 몸에 병이 생기면 마음 어딘가가
매여 있고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을 이용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한다.
마음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차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몸의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몸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현상체이다. 마음이라는 본질이 나타나는 ‘꼴’이
몸인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 고칠 수 있다. 이것이 요즘 그렇게 유행하는
‘치유’인 것이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으면 ‘치료’라고 한다. 치료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몸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발한다. 수술로 암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5년 안에 재발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암 덩어리는 마음의 탁기(濁氣)다. 마음차원에서 근본 원인이 지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재발하게 되어 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매일 산에 가고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지만, 어느 사이 예전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암이
다시 나타나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우리 몸은 배설을 한다. 똥과 오줌을 누고, 땀을 흘리고, 침과 가래를 뱉는다. 똥, 오줌을
참고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을 참고 억눌러서는 언젠가 안에서 곪아
터지게 되어 있다. 그게 병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을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몸이든 마음이든 비우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몸을 비워내는 것은 각종 배설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비워야 할
것인가? 마음의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리에 의해 더 느껴주면 분해되어
비워진다. 필자가 힐링을 주제로 강의 할 때 제안하는 치유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더
느끼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몸의 병은 내 감정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 몸을 통과하지 않고 정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감정의 에너지를 현대 의학에서 스트레스라 부르고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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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근원이다. 그 감정이 내 몸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더 느끼기’를
해줘야한다. 어른들은 대부분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한다. 몸에 쌓이는 줄 모르고 잘 참고
있다고 착각한다.
에너지는 통해야 한다. 나에게 감정 에너지가 머물러 몸에 이상신호를 내지 않도록
通하여 빠지게 하자. 더 느껴줘야 에너지가 분해된다. 안 느끼고 안 보려 하면서 참기만
하는 사람은 몸에 병이 든다. 필자는 작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황정민과 김윤진이 주연한
‘국제시장’을 보러 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30분 정도 보시다가 계속 짜증을 내시면서 딸내미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중얼거리신다.
‘아이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걸 보러 오노? 그것도 돈을 내고…….’
‘누가 이런 거 보고 싶다고 했나?’
‘뭣 하러 이런 걸 봐? 골치 아프게!’
‘뭘 이런 걸 돈 주고 보지? 재미있는 것도 볼 시간이 없는데’
10분마다 이렇게 불평을 하신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화면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는 게 느껴졌다.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영화를 보면 올라오는
당신이 시집살이했던 괴로움과 고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한가? 필자의 어머니처럼 자꾸 보지 않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곪는다. 처절하게 더
느껴서 독이 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내 몸에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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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감정을 잘 느끼도록 허용하는 사회 구조가 사실 아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감정을 잘 느끼도록 권장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 끝까지 받아준다. 아이가 감정을 마음껏 배출하게 둔다.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교육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가? 아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0.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노벨상의 30%,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한다.
한국의 부모는 아이가 울거나 투정부릴 때 윽박지른다. 뚝 그쳐! 뚜~우~욱! 심지어
카운트다운을 한다. 하나, 둘, 셋! 셋까지 셀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손찌검이
날아오기도 한다. 그야말로 한국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억눌러야 하는 문화다.
스트레스 해소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이가 짜증을 내는데
야단치고 나면 본인의 마음도 찝찝하고 후회가 된다는 것이다. 짜증을 받아주고 다독여야
할지,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지 헷갈린다고 한다. 내 대답은 끝까지 받아주라는 것이다.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도록 둔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것을 잘 못한다. 받아주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화가 치밀고 아이보다 더 큰 짜증이 밀려온다. 이것은 당신이 어렸을
때 분출하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로 부터 감정이 억눌렸고,
그 감정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아이가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주는 스승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스트레스라는 매여져있는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느끼기”
라는 치유법을 확실히 공부해보자.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의 실체를 알아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될 테니까 말이다.
슬픔
이미 설명했듯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폐가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슬픈 에너지로 가득 차서 그렇다.
일제시대와 6.25때는 폐병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 때는 보건소에서 폐결핵과 폐렴
약을 공짜로 나눠 줬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한 가정에 한 두 명이 죽거나 생이별 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또한 자신도 굶고 고달프지만, 자식이 굶는 것을 매일 봐야 했다.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굉장한 슬픈 파동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슬펐고 폐병환자가
넘쳐났다. 지금은 폐병이 그리 많지 않다. 사회, 문화적으로 슬픈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로 후진국에 폐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필자의 지인 중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을 안 느끼려고 3년째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치유하려면 슬픔을 느껴줘야 한다. 마음껏 울어내야 한다. 엄마에게 잘 못해줬던 일,
엄마가 애처로웠던 일, 엄마에게 상처 줬던 일을 떠올려서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말해보자.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말을 밖으로

104

내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어내자. 그게 잘 안되면 슬픈 영화를 보자, ‘애자’같이 슬픈
영화를 실컷 보거나 슬픈 음악, 섬집아기 같은 동요를 들으면서 슬픔을 더 느끼면서
울어내자. 그래서 슬픔이라는 매여져있는 마음, 즉 stress가 분해되어 내 몸을 해치지 않게
되면 치유되는 것이다.
분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분노 파동이 많은 것이다. 화 기운이 간을 해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한의학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래서 간 관련 병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화를
잘 낸다. 한국의 4,50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 세계 1위다. 4,50대의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 알 수 있는 통계다. 눈에 이상이 생겨도 분노 때문이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에 황달이 오는 것은 둘 다 분노가 원인 파동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것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다. 늙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면 나이든 모든 사람이 백내장에 걸려야하지 않는가? 그러나 매우 맑은 눈을
가지고 자연사하는 사람도 많다. 화를 참고 감정을 억눌러온 사람이 백내장을 앓게 된다.
아쉽게도 필자의 어머니도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계신다.
2014년도에 히트를 쳤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놀라운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는가?
이 영화에서처럼 의식(혹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내게
영향을 준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 속으로 말이다.
그 감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몸에 남아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인터스텔라처럼
그 때의 나로 돌아가서 더 느껴보라. 피하지 말고 당당히 느껴보라. 그 에너지가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의식은 시공(時空)을 초월하기에 “더 느끼기”로 치유가
가능하다. 기억이 나는 과거 상황 속에 내 몸과 삶을 치유하는 실마리가 있다. 기억이
난다면 마음껏 그때로 돌아가 어린 내가 되어보자.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사연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나는 산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돌연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앙 다무신다. 순식간에 아버지 손바닥이 내 뺨을 휘갈기고
지나갔다. 나는 눈에서 별 세 개쯤을 내 뿌렸다. 자동으로 내 손은 불이 나고 있는 뺨을 감싸
쥐고 있다. 아버지의 ‘아가 뭐 이래 말귀를 못 알아 듣노!’ 라는 짜증난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판다.
엄마가 달려온다. ‘아를 왜 때리고 그래니껴’ 아버지는 일어서더니 엄마를 발로 찬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내게 육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짜증, 분노,
화가 섞인 말은 수없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내 사주팔자에는 火가 네 개나 있다. 그나마 나머지 네 개가 모두 목, 토, 금, 수 골고루
있어 조화로운 삶, 깨닫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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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이었다. 화를 참을 줄 모르고, 화가 곧 나인 줄 알고 살아왔다. 특히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제일 화가 치밀었다.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나는 설명을
잘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지? 10년 동안 외국인 회사에서 비서업무를 하다보면 전화로
통역을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통화 중에 절대 상대방의 마음 따위는 느끼고
싶지 않았다. 오직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가 못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영락없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나는 내 입으로 나온 설명을 절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오직 나는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하는데 왜 못 알아 듣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었다.
상대는 똑같은 말을 서 너 번씩 하게 한 후에야 아~~ 라고 말한다. 전화선을 타고 들어가서
‘아~’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처럼 뺨을 찰싹 후려쳐주고 싶었다.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면 업무상 외국인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온다. 아빠는 영어를
잘하는 셋째 딸이 나름 자랑스럽고 영어로 업무를 보는 게 신기해 Hello, How are you?
Find thank you and you? 라고 말하며 ‘잘하지?’ 물으며 농담을 한다. 그런 농담을 들을
때나 너무 간단한 영어를 질문하면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정말 미간이 찌푸려지고
뺨을 찰싹 치고 싶다. 머리로는 자상하게 이것저것 재미난 일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준 에너지를 내 몸에 그대로 합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뇌의식과 무의식의 괴리에 의해
삶에서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
내 삶이 왜 화, 짜증, 분노로 가득 찼는지 알겠는가? 내 경험정보 속의 에너지 때문이다.
의학에서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하거나 DNA를 가지고 말할지 모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은 분노 파동을 아직도 몸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제 그때 받은 에너지를 다 나가게 해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화가 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받는 게 절대 아니다.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
나는 30년 동안 분노를 안고,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래서 우리 4남매 중 필자 혼자만
안경을 꼈다. 눈은 분노파동이라 했다. 내 눈은 라식이나 라섹도 할 수 없는 눈이 되었다.
39살이 된 나는 이제 ‘더 느끼기’치유법으로 웬만해서는 화가 올라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팠지만 지금은 편안하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면 아무리
젊어진다 하더라도 내 대답은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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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이다. 존재를 위협받거나 당장 끼니 걱정을 하거나
어렸을 때 부모님 중 한 명을 매우 무서워했다면 두려움이 많을 것이다. 귀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명이 있거나, 귀가 잘 안 들리고 혹은 이석증이 있다면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가만 생각해보고 더 느끼기 해보자. 무서운 영화를 더 소름 돋게 보거나,
어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살 떨리게 더 느껴줄 때 내 몸과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두려움이 스멀스멀 빠져 나갈 것이다.
강의를 하다보면 아픈 케이스별로 그 원인을 더 확실히 알고 싶어 강의 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너무 어지러워 병원에 가니 귀에 돌 같은 게 들어있는
이석증이라는 판명을 받았다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두려움 때문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무서워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매우 무서워했다고
한다. 또 어떤 분은 이명이 심했는데 정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시인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 집이 무지 가난했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항상
지켜봤다고 한다. 이제 공무원이 되었는데, 직장에 너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려고 일을 그만두면 어릴 때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해 너무 괴롭고 두렵다고 했다. 어렸을 때 힘들게 살지 않았는데도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센 사람이 있다. 몸은 언젠가 썩어 없어진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이단의 육체 영생 교리가 나오고 성경에서도 육적인 영생을 말한다.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끝맺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유한성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일을 벌인다. 몸이 나라고
믿는 에고는 생활이 바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된다. 죽음이자 소멸로 치닫는 자신을 어찌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바쁘게 살아간다. 마치 타조가
몸을 숨기려고 머리를 흙 속에 쳐 박듯이 말이다. 열심히 돈을 벌어 더 큰 집에 살려고 하고,
차도 바꾸고, 모임도 나가고, 계도 한다. 결국 죽으려고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사업도 하고 돈에 집착 하는 것이다. 죽음을 인정할 때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몸이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苦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현실이 지옥인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 죽음관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의 진선미
중 미가 ‘How to die?’ 인 것이다. 자신만의 죽음관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본인의 종교에
따라 죽음관을 가진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은 무교이면서 자신만의 죽음관이 없는
사람보다는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필자의 죽음관을 잠깐 소개해보겠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9-10개월을 지낸다.
태아에게 있어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평생보다 더 긴 세월이다. 태아가 느끼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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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여진 엄마 뱃속이 태아에게는 유일한 공간이다. 엄마는 태아에게 있어 우주다. 엄마가
느끼는 것, 말하는 것, 들은 것, 먹는 것,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시어머니에게 타박 듣는
것 등 모든 것이 우주다. 9개월이 다 되어 갈 때쯤 태아는 이제 곧 죽을 것같이 느낀다.
태아가 모든 것이라 느끼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을 버리는 것이니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 뱃속을 나가는 것은 태아에게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엄마 뱃속을 나오니 어떠한가? 죽음이었나? 태아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죽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이렇게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는 것이 두려울까? 나이
드는 것이 비참할까? 아니다. 나이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설렌다. 죽음 후에는 어떤
믿기지 않는 변화가 올지...... 태아가 이 세상에 나와서 겪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기대된다. 이렇게 자신만의 죽음관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매여진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즉, 두려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다.
외로움
피부에 관련된 모든 병은 외로움과 슬픔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앓는 아이는
엄마의 외로운 파동 때문이다. 아니면 그 부모가 슬프고 외로운 파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앓는 아이의 엄마 아빠는 반성해야 한다.
마음을 닦지 않고 외로움에 찌든 에고끼리 만나서 아이를 가진 것에 반성해야 한다.
2013년 봄, 노르웨이에서 근무할 때 필자는 얼굴에 만성 지루성 피부염이 걸렸다. 그
곳은 한국과 달리 아프면 바로 의사를 볼 수도 없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야 했다. 현상이 나타나면 본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것을 나타낸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만성이기에 쉽게 낫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마음차원의 외로움임을 아는 순간 몸은 치유할 준비를 한다.
내 외로움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세수를 할 때면 얼굴 피부가 허물 벗겨지듯
밀렸다. 밀린 부분은 빨갛게 엷어져 따끔거렸다. 외로움 때문임을 확실히 알고, 내 본성의
사랑을 느끼자 1주일 안에 심각한 것은 없어졌다. 그래도 외롭고 슬픈 파동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기에 한국에 들어온 후 1년 동안 오른쪽 눈썹부위, 팔이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로 고생했다. 지금은 말끔하다. 외로움과 슬픔 파동이 완전히 잡혔다.
애정결핍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 애인과 진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질투를 많이
하고 집착한다. 사귈 때는 상대를 잘 믿지 못해 의심하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 상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다. 남자 중에는 여자가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는 유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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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부류는 대부분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다 커서도 남자친구나 여자 친구 혹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나 실제로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마음 차원에서는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나, 혹은 사소하게
엄마의 귀찮음을 느낀 것 등 모두 애정결핍의 매여진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 일을 또다시 예시로 들어보겠다. 엄마는 오늘 안동김씨 화수회에 갔다.
안 그래도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 북적거리고, 밴드소리가 들리더니 그곳에서 하는
모양이다. 집에 책가방을 두고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 곳으로 갔다. 엄마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나는 마당에 확 들어가지는 못하고 출입문에 서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무대에서 내려오더니
“집에 가 있어. 얼른 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안 돼, 어른들 노는 데 뭐 하러 있어, 얼른 집에 가”
엄마는 나를 귀찮아한다. 내 존재가 엄마 인생에 끼여 있는 게 문제다. 우리 엄마를
찾아가고 싶다. 다리 밑에 나를 버리고 간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나는 근처에 있는 다리 위에
올라서서 하수회하는 집 마당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나를 귀찮아하는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다. 내가 오면 ‘아이고, 우리 윤정이 왔네, 엄마 노래하니까 잘하나 한 번
봐봐‘ 하고 노래 끝난 후에는 나에게 윙크 보내주는 그런 친엄마를 보고 싶다.
어려서부터 할머니나 이웃집 아줌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데이’ 하면 나는 치를
떨었다. 내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농담은 우리 어른들이 매우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셋째 딸로 태어나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필자는 서른여덟 살이 되도록 엄마한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미혼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시집을 못 간 것이지만
무의식 차원에서 보면 엄마 사랑 받으려고 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돌보아야 한다. 나는 철저하게 그때의 복수를 하고 있다. 내가
엄마를 돌보는 것은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애정결핍의
상황에서 그 당시 느낀 감정이 슬픔이라면 울어내야 한다. 마음속의 말을 밖으로 내 뱉어야
울음이 폭포수처럼 나온다. 꼭 말을 해라.
엄마, 왜 나랑 안 놀아줘? 내가 귀찮아? 내가 엄마한테 귀찮은 존재여서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낳았자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를 사랑해줘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요. (이때쯤 되면 내 말을 못 알아 듣을 정도로 울게 된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분노가 느껴졌다면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야 한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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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 아니다. 감정을 가지고 남한테 주는 것이 진짜 욕이다. 혼자서 하는 욕은 분노라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치유법이다.
나는 분노로 이 상황을 풀다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 온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10초정도 꼼짝달싹 못했다. 그리고 천근만근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훅~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살부충동과 맞먹는 살모충동이 있었다니,
여태껏 아빠에게 당하고만 지낸 엄마를 내가 이토록 미워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거야? 삶의 실마리는 이렇게 분노파동이 빠지고
애정결핍의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사랑받았음을 알게 될 때 풀어진다.
거지근성
뭔가를 바라는 모든 마음을 필자는 거지근성이라고 부른다. 필자의 고모부는 당신은
절대로 자식한테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한다. 단지 동창회가면 동창생 중 하나가 이번에
아들이 호주 여행 보내줬다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 안에 매여져있는 마음을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이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필자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5년 전 동생이 안산에서 힘들게 식당을 하고 있을 때
울산에서 일하고 있던 나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추리한 모습에 나는 동생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쇼핑을 시켰다. 머리를 말끔하게 자르고, 셔츠와
허리띠, 바지, 신발을 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좀 잘 해라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필자의 모습에서 거지 근성이 보이는가?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은 이제
도를 틔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나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꺼풀 벗겨보라. 필자는 철저하게 동생에게 바라고 있다. ‘내가 너한테 돈
들여서 이렇게 사주면 너는 좀 잘해서 보답을 해라. 언제까지 누나한테 기댈 거니?
언제까지 내가 돈을 꿔줘야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야.’ 하는 마음인 것이다. 누나라고,
엄마라고 해서 잔소리나 바른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느껴보라. 그게 거지 근성에서 나오고 있는 말임을 알아챌 때까지 말이다.
내가 동생에게 옷을 사 입힌 것은 순수하게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 동생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해준
것이다. 그러니 동생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생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 거지에게 동냥하면서
속으로 ‘내가 돈 주니 고마워해라, 고개를 까딱여야지!’ 하는 사람은 지금 필자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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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근성이라는 매여진 마음(스트레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거지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거지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 그것이
창조시대 혹은 인문학을 강조하는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패러다임 쉬프트 인 것이다.
그 외에 깊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라 불릴 수 있는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우월감 등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더 느껴주면 분해된다. 즉 비워진다. 안 느끼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너무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감정에서 플러스 감정으로
올라서는 경계선에 용기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고통 받을 용기를 조금만 내서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열등감을 더 느껴보면 이런 각성이 온다. ‘아~ 내가 그 때 좀 못했구나, 그래도
괜찮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못해도 되는 것이었네!’ 이렇게 각성이 올 때 우리는 매여져
있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애정결핍, 거지근성이라 불리는 매여진 마음,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다. 여기까지 필자의 글을 꼼꼼히 읽은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부분은 공감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이 ‘와 정말 그렇구나.’ 하며 신기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돼?’ 하고 이해불가의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전의 아픈 기억을 ‘더 느끼기’하면 아픈 상처나 기억이 더 덧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이고자
한다. 혹시 ‘더 느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 다면 일단 다른 치유법을
적용해보기를 추천한다. 웃기, 운동, 명상, 사색, 독서, 기도, 호흡 등도 좋은 치유법이다.
자신에게 맞는 치유법을 찾아 삶에 적용해보고 느껴보라. 그 과정 자체가 힘들지 않고
재미있으면 금상첨화다. 필자는 ‘더 느끼기’가 힘들지 않았고 신명났고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에 이 지면을 빌려 이 치유법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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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충남 지역의 어느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의정활동
평가가 100점 만점에 47.3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어떻게 파트너쉽을
강화할 것인가?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설문조사에 객관성과 신빙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가 적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어느 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는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함께 활동을 협의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와 NGO의 긴장 관계는 시민단체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감안 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NGO와 지방
의회와의 관계가 건전한 긴장관계보다는 대립관계로 흐르는

글·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것이 문제이다. 지역 NGO와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아직
원만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 NGO의 활동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지방의회는 법과 제도적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이고, NGO는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직된 제도권 밖의 조직이다. 지역 NGO도 일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NGO의 역할과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의원이나 주민은 없다, 그렇다면 공통분모를 가진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고 파트너쉽의 관계보다도 갈등·대립·감시관계에
치우쳐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지방의회와 NGO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회와 NGO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대립. 긴장관계가 합리적인 “Win-Win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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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기 위해서는 상생의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완·협력관계는
지방의회 역할과 NGO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와 NGO가 소모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방의회와 NGO와의 관계
지방의회-NGO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양자 간의 권한과 관계의
대칭성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대항형, 경쟁형, 계약형, 협력형, 보완형, 공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구분의 명확성과 분석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긴장·대립관계와 보완관계 2가지 유형화하기로 한다.
1. 긴장·대립관계(상호경쟁관계)
1991년 지방의회가 30여년 만에 부활되자 기존의 시민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의
감시·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NGO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의정지기단”, “의정감시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다.
지방의회와 NGO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긴장.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NGO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NGO는 주민의 비영리 자발적
조직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참여. 감시하고,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NGO의
활동 범위에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NGO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지방의원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감시하는 NGO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긴장관계가 격화되고 누적되게 되면
갈등과 대립관계로 발전한다. 우리의 경우 양자 간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의 핵심에는 누가 주민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가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는 누가 주민의 의사를 보다 잘 대표하고
있느냐의 경쟁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NGO의 비판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의 결정사항들이 주민의사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NGO가 일부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된 주민을 대표할 수 있으나, 진정한 법적 주민대표는 지방의회이며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대응한다. 건전한 긴장관계는 조직(기관)이 제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일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보완·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게 되면, 성토의 대상으로 발전하여 양자 간의 관계가 대립관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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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회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NGO회원이 지방의회 의장실을 점거·농성한 사례는
긴장관계가 대립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완관계(상호협력관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한 법적· 제도적
주민대표기관이며, 의회결정은 전체주민의 의견으로
대변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NGO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관계에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대변기능을
한다. 다만, NGO의 활동내용이 전체 주민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거나 공감하는 것인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게 된다. 이것은 NGO가 당해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자원이 된다.
그런데 지방의회나 NGO는 모두 자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복잡
해지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이해를 모두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NGO는 주민과 밀착된 활동을 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해를 잘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에 NGO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비공식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비영합 게임(Non
zero-sum game)으로의 관계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NGO는 얼마든지
상호 보완·협력관계를 얼마든지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대표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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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NGO가 지역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협력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해 담배자판기설치

수밖에 없다면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금지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바람직한가? 양자가 각기 다른 배경과 역할을 가지고

지역의 NGO들이 분석한 예산안 문제점을 참고하여

있고, 각자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협력관계의 좋은

것을 전제로 할 때 , 양자 간의 관계는 파트너쉽을

사례이다. 지방의회와 NGO의 목표는 각각 다르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 양자의 교집합부분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긴장·대립관계가

자치단체의 내부통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지역발전과 주민의 전체이익을 위해서 상호

감시·비판하고, 또한 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완·협력관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또한 양자가

복리증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와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때로는

NGO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긴장관계를, 때로는 상호 협력·보완관계가 유지되는

얻을 수 있다.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고 주민들의
자주의식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자가

Ⅲ. 지방의회와 NGO의 바람직한 관계모형

파트너쉽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와 NGO의 관계는 위에 설명한 2분법적인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상호관계에서 파악되어야

존립근거로 삼는 지방의회와 NGO에게는 신뢰성의

한다. 양자 간의 관계는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상실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 그리고 NGO의 등장배경과 조직화 정도 등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방의회와

Ⅳ. 지방의회-NGO간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제언

NGO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1. 지방의회와 NGO의 상호인식 전환

것이 현실이다. 양자는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가. 지방의회 측에서의 NGO에 대한 인식전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동반자 관계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의회 측에서 보면, 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NGO가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NGO가

이러한 지방의회와 NGO의 보완관계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감시하는

지방의회와 NGO 간에 상호보완관계를 강조하다보면,

것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중의 하나이며,

NGO는 비판과 견제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주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전체 이익보다 특정 단체의

감안한다면, NGO에 대한 의회의 인식은 달라져야

이익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역주민의

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NGO의 지방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의회가 너무 인기에 영합하고,

감시는 당연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양자가

NGO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완·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가 긴장· 대립관계가

것이 중요하다.

강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NGO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이 복잡·전문화되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보면 자기 존재확인과 주민의 지지를 위해 긴장관계를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의회

확대·재생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혼자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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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NGO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누가 올바르게

이러한 한계를 채워줄 대안 중의 하나가 NGO라는

전체주민을 대표하고 전체지역을 위해 결정했는가의

것이다. 이는 NGO는 시민의 생활현장에 기초를 두고

최종판단은 주민의 몫이다.

있어 주민참여를 쉽게 유도 할 수 있고, 특정문제에

그리고 주민과 NGO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

대해서는 의회보다 더 전문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는데

따라서 NGO와의 접촉 확대는 생생한 의정정보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얻을 수 있고, 정책대상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기대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 있다.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NGO는 중요한

이렇게 볼 때, NGO는 지방의회를 감시. 비판만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의회의 한계를

감시·비판의 대상만이 아니라, 의회가 지역발전과

보완 해주고 협력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NGO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관심사항이 확대됨에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경쟁자 내지 협력자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의회는 NGO와의

2. NGO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가. NGO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구축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나. NGO측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전환

있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상의

NGO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선거로 구성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장려하고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무엇보다도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는 지방의회도

인정해야 한다. NGO도 일부 또는 특정 집단의

예외일 수는 없다.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공식적으로 전체 주민과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을

확대하여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NGO의 입장과 상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NGO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얼마든지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찬성 또는 반대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렴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할 협조자가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 이 협조자 중의 하나가 바로 NGO라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사회를

것이다. 왜냐하면, NGO는 주민들의 참여를 쉽게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은 하나의 현상을 달리 해석할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상 집단에도 쉽게 접근 할 수

수 있고,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견들은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가면서

지역단위에서 NGO와 지방의회는 서로의 필요성을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대부분이

NGO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의 결정과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 NGO에서 지방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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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면 친분있는 개별의원을

이해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하거나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다소 폐쇄적이고
경직된 수단에 의지하고 있다. 양자 간에는
공개적이고 정례적으로 원활한 상호협력과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나.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정보의 공유
지역 NGO가 지방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기관을 감시·비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서는 당해 지역의 NGO와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참여와

정례적인 간담회 모임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감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상호간의

적극적으로 의견을 유도하고, 토론 등을 통해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막무가내식의 주장이 될 수 있다.

공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

연간 1-2회 정도 전체 의원의 세미나 등에 지역

보고청취나 자료요구권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NGO대표를 초청하여 주제 발표나 토론에 참여시킬

전문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다. 물론, NGO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주민 간에 의견이 다양하고

집행기관에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공개를 요청할

NGO-지방의회 간에도 의견이 첨해하게 대립되는

수 있으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로 효과를

사안에 대해서는 NGO에게 지방의회의 위원회나

기대하기가 어렵다.

본회의 단계에서 공청회나 간담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당해 지역 NGO와
전문정보를 공유하여 NGO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자 간의 입장 차이를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파악하고 토론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노력함과 동시에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 할 수 있을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것이다. 이는 또한 지방행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NGO들의 지방의회의 의원도서실을 일정한 요건

참여의욕을 증대시키고, 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하에 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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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GO의 Monitor활동 협조

NGO는 지방의회를 감시의 대상으로만 지목해

NGO는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를 위해, 그리고

놓고 비판활동에만 매달릴 수도 있다. 이제

지방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나

지방의회는 감시대상인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의원행태 등을 Monitoring한다. Monitoring과정에서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NGO의 중요한

지방의회와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것은

기능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활동들이 이미 일반화

나. 객관적인 Monitoring의 강화

되었고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NGO는 지방의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의회 스스로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회의를 Monitoring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받아 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의회를 평가하고 소위 의정활동 베스트 의원을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주민들을 위한 모니터

선정·발표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Monitoring의 잣대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NGO의 Monitor활동목적은

것이다. 평가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면 감시·비판

1차적으로 의회와 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내용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이나 의원으로부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 신뢰성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의회를

하는 NGO로서는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고,

활성화 시키자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Monitor활동이 의화와의 파트너쉽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지방의회를 위한 NGO의 역할
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의 NGO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감시·비판하는 데는 주민과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정당성은 NGO로서의

지역실정에 알맞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행정이

때 생성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전문화되어 가는데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에게 모든

회의에는 의원은 물론 집행부의 단체장과 관계

분야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간부공무원이 참석한다. 회의과정에서 Monitoring의

더구나 지방의원이 연구 활동에 전념한다는

초점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량적인 측면에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의회 내에 의원의

치우쳐 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 및 간부 공무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조직과

성실성이나 답변태도, 주민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Monitoring의 관심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대상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NGO의 현장성과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의제형성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NGO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해에 정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8

다. 감시·비판방법의 방향전환
지방의회에 대한 NGO의 감시기능이 거의
대부분이 잘못을 들추어내고 이를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자가 상호 파트너쉽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못은 비판하되, 잘한 것은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NGO 양자관계가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관광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의회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기 보다는 이 연수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제시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잘 잘못의 판단은 주민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NGO의 비판과 대안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전체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 주민-지방의회 간 연계역할
지방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전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있다. 이러한 의회활동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는 다음 선거의 투표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도 한계는 있다
현대 민주주의 특징이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보다는 조직화된 NGO에 의해 적극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보다 주민과 현장성 및 밀접성을 가질수 있는 NGO가 주민-지방의회 간에
연계역할, 즉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가공하지 않고
전달하는 기능도 NG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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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되어 26년간 운영되어 왔다. 그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격려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그동안 NGO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해 왔다. 양자 간의 관계는 긴장. 대립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NGO의 기능이 함께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고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사를 투입하는 일에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NGO는 실제적인 기능이나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관계가 계속된다면 대립관계로 발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양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기구로서의 공통분무가 있다. 또한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와 NGO가 긴장.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보완·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상호협력 관계가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함께하는 파트너쉽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양자 간에 상호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서로 각 조직의 존재와 역할, 고유한
의견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파트너쉽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방의회와 NGO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상대를 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의회측에서 NGO를 위해서는 ①NGO와의
정례적인 모임이나 워크숍,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②지방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정보를 공유라며, ③NGO의 Monitor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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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NGO측에서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①NGO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회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Monitoring을 하며, ③잘못만을 비판하기
보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④주민과 지방의회 간 연계역할을 해주는 것 등이다.
지방의회와 NGO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NGO는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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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며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 우리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조사1)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방의회 PR의 출발점,
공중 만들기 :
안동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있으며, 지난 20년간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
이라는 응답률(47.7%)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만족
한다는 응답률(23.5%)과의 격차가 세 집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PR(Public
Relations) 부족도 그 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구성하는

글·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핵심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들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크게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되므로 당연히 대표기능을
갖게 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처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지방자치 20년 평가’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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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한다. 자신들이
의결한 정책이나 의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아 집행기관의 직무소홀, 권력남용 등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행정감시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치단체장 출석 및
답변요구권,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원득·이희복·신명희·
김경은, 2009, 14-16쪽).
이처럼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업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일단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방의회나 의원이 관심을 끄는 경우는 주로 언론에 의해 부정적 사건들이 보도될 때였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 형성된 관심은 대체로 지방의회에 대한 냉소적 평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반면,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왔던 상황에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현에서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대국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의원들이 공적
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 수행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해결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 조직으로서 지역의회가 지역시민들을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라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공중(the
public)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흔히 PR이라
불리는 활동 역시 인식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상호의존적인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PR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PR의 출발점인 ‘공중 만들기’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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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프레임과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많은 학자들은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 언론이 제도 도입 초장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강화해왔다고
주장한다(조영기·박종렬, 2010; 신원득 외, 2009). 이미 한 세기 전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언론학자인 리프만(Lippmann, 1922)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 안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 언론은 우리가 실제 세계로 받아들이는
그 상징적 현실을 구성하는 능력을 오랫동안 독점했었던 주체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소셜네트워크 매체들이 대중화되면서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들이 지닌
독점력은 깨졌지만, 그 파워는 여전히 막강하다.
실제 현실이 아니라 상징적 현실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처럼 사람들의 삶의 범위가
확장되고 복잡해질수록 직접 경험이나 유대관계보다 간접적인 것들의 비중과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언론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들을 전달해주는 강력한 제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중 다수는 영국과 관련된 직접 경험이나 유대관계가 없지만
최근 영국인들이 선택한 브랙시트(Brexit)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삶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어떤 판단이나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24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비춰주는 그래서 그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가장 커다랗고 강력한 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창이 아니다. 언론은 현실을 자신의
틀에 맞춰 구성한다. 언론의 현실구성 능력의 근원은 ‘선택과 배제’의 불가피성에 있다.
지면이나 시간 제약 상, 언론은 현실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담아낼 수 없고 그 중
일부만을 선택해서 보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택된 사건이나 이슈 역시 있는 그대로를
모두 전달할 수 없기에 그 중 일부만을 또다시 선택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 배제과정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에서 언론이 드러내는 특정한 패턴을 프레임(frame)이라 부르며, 그 과정을
통해 현실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프레이밍(framing)이라
부른다(Entman, 1993; Gitlin, 1980).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언론 프레이밍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지방의회 관련보도가 매우 빈약하며, 그나마 보도된 것들도 의원들의
일탈행위나 의원 간 갈등에 치우쳐, 지방자치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상보다
불필요하다거나 지방자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 인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조영기·박종렬, 2010; 신원득 외, 2009). 언론의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은
모든 차원에서 중앙이 지역을 압도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 영역에서도
우리나라는 기형적이라 할 만큼 소수 중앙언론사의 지배력이 크다.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언론사들은 지역뉴스에 시간이나 지면을 별로 할애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지역에서도 수도권 혹은 중앙의 뉴스가 자기 지역의 뉴스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역언론사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구독자 수는 적지만, 지방의회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는
지역신문이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도 지방의회 보도는 대부분 단순한 일정과 행사설명에
그칠 뿐, 의회활동 본연의 임무 수행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의원들의 부조리나 가십성
기사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면 의원들의 미담이나 선행 등 개인홍보 기사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 아무리 기사량이 많아도, 시민들은 지방의회 혹은 의원의 활동을
자신들의 삶과 연관시키기 어렵다. 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대상에 대해 신뢰를
보내기 어려우며, 신뢰하지 않는 대상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언론의 무관심과 부정적 평가가 시민들의 신뢰감 상실을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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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현황과 문제점
안동시의회를 다룬 지역언론의 보도양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먼저 지역
방송사 뉴스시간에 보도된 시의회 기사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무관심이다.
2016년 상반기 동안, 안동 KBS와 MBC 뉴스에서 의회 관련 소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심층적인 내용은 아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2)
안동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어
안동시의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올해 첫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안동시의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안동축제관광재단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KBS, 2016-01-22)
안동시의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790억원, 특별회계 190억원 등 9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8천 740억원에
이릅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안동시시설 관리공단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심사합니다.						

(MBC, 2016-04-21)

안동시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심의
안동시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 8천746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2016-04-22)

물론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TV 뉴스를 기사스크립트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사들은 영상분석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유형이었다. 별다른 분석이나 심층취재 없이 시의회 일정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시의회가 무엇을 할 예정임을 간단하게 소개할 뿐, 실제로 그 무슨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과 혹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안동시나
산하단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로 보도내용이 한정되어,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부에 종속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이 글에 인용한 뉴스기사들은 안동KBS와 안동MBC 사이트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동시의회’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제시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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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경우는 안동시의회 기사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TV나 전국지들보다
다소 나았다. 그 중에서 경상투데이가 전체 보도건수나 기사들의 주제다양성 및
내용충실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이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경상투데이에서 ‘안동시
의회’와 관련된 기사는 총 28건이었다.3) 개별 기사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입법 및 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등 세 가지 주요
기능들을 비교적 균형 있게 그리고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먼저 입법 및 의결기능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 ‘안동시 이북 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 발의’,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발의’, ‘안동시의회 중석몰촉 자세로 살림살이 꼼꼼하게’ 등이 대표적이었다. 다음으로
주민대표기능과 관련된 기사들로는 ‘안동시의회, 신도청 경우 버스운행중단 긴급간담회
열어’, ‘안동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옥동 효성해링턴·태화동 e편한 아파트 교통 불편
대안 모색’, ‘안동시의회, 현안사항 점검 간담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8,746억 원 심의’, ‘손광영 안동시의원, 날카로운
시정질문 눈길’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여주는 기사들도 찾을 수 있었다.
지역신문이 지방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처럼 균형적으로 보도할 경우, 지방의회는
행정부에 종속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핵심기구라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별 기사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 활동들의 근거와 목표, 내용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역민의 이해 향상을 가져와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3)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Kinds)를 활용해 기사검색을
실시했지만, 전국지들과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지들의 경우, 의미
있는 분석을 할 만큼의 기사량을 확보할 수 없었다. 반면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상투데이의 기사들은 Kinds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서 ‘안동시의회’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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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신문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지방의회 혹은 의원들의 활동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지방의회로 전달되어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시 시민들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순환과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보도된 것들은 그 당시뿐, 그 이후 어떤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현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시 지역신문은 알려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역신문 속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역시민들과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이고 일회적인 관계에서는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시민들의 지방의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주민
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다. 이상호·이영균의 연구(2012)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도 수준은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민대표기능은 지역언론 보도에서 가장 미흡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관계를 정보제공자와 수용자로 설정하는 기존의 홍보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를
동등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s)의 주체로 설정하는 PR의 관점으로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PR의 파트너, 공중
미국의 PR협회인 PRSA(Pub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는 PR이란 조직들과
그들의 공중들 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4)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황성국과 이종혁은 “주어진 쟁점의 환경 속에서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성향을 갖는 공중과 현실적인 선에서의 이익 공유를 위해 특정
공중과는 대립과 논쟁을 통해 조직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특정상황에서는 조직이 양보하고 개선활동을 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때로는
순차적이고 단계별로 공중별로 조직의 입장을 조정해가는 활동(신호창·이두원·조성은,
2011에서 재인용)”으로 PR을 정의한다.

4) PRSA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클라우드-소스 형태로 이러한 개념정의를 발전시켰다.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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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든 아니면 매우 상세하고 길든, 이 두 가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조직과 공중이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공중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공중을 위해 언제든지 양보하고 변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PR은 조직이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을 널리 알리는 퍼블릭시티(publicity)나
혹은 언론관계(media relations)를 강조하는 기존의 홍보차원을 넘어서 쌍방향성과
수평성이라는 특성들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PR을 수행하려면 우선 파트너인 공중이 존재해야 한다. 공중은 지리적
공간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하버마스(Harbermas, 1992/2000)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단순합산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논의과정에서 형성되는 의견을 여론(Public Opinion)이라 불렀다. 민주주의는
여론이 공동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이며, 의회는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만들어내는 기구다. 민주주의체제에서 공중과 의회는 서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규모만 축소될 뿐, 지방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거주민들이 아니라
지역의 공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공중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그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PR은 자신의 파트너인
공중을 구성하는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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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만들기를 위한 매체 유형별 PR 전략
지역주민들이 공중으로 전환하려면, 지역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시민들과의 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보와 참여는 공중 형성의 필수조건이다.
지방의회는 PR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도록 노력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은 다양하지만, 직접 만남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먼저 게이트키핑(gatekeeping) 과정이
존재하는 언론 매체가 있다. 게이트키핑은 언론이 자신의 고유한 틀에 맞춰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언론은 언론사나 기자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시민 혹은 공중을 대신해서 게이트키핑을 수행한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정보원인 조직이 직접 전달하는 정보보다 더 큰 신뢰성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언론의 프레임은 결코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조직은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에서 조직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보도자료’
배포다. 언론사의 특성이나 담당기자의 성향에 맞게 보도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실리도록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PR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보도자료 내용이
언론사 선호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공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상업적 이윤추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사의 경우 흥미, 갈등,
편향, 선정 등을 뉴스가치 선정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전달해야할 정보들은 본질, 협력, 균형, 이성 등을 담아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론사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느냐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방의회 보도량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
논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언론사가 선호하는 보도자료
형식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은 언론사에게 수동적으로
보도를 부탁하기보다 언론사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회 PR 담당자들은 기자들이 직접 수집·분석하기 어렵지만 뉴스 가치는 높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이를 의미 있는 메시지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시의 행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축적하고 이를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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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인 홍보성 메시지로 채워진 보도자료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언론사와 공동 작업을 통해 지방의회 콘텐츠를 직접 시청자나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본회의나 임시회를 케이블TV 지역방송
채널이나 인터넷 방송채널,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매일TV는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광주시의회의 회의를 생중계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광주매일TV의
박준수 실장은 이 실험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특히 결과만이 아니라 안건이
심의되고 의결 또는 부결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의원들과 참석한 행정
공무원들 모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5)
또 다른 예로는 지역언론과 공동으로 지역 이슈에 대한 의견조사와 논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시민 패널’이나 ‘시민 포럼’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지역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을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홍보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도 기술했듯이 주민대표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에 대한 인식은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가 공중을 형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의 매체들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특징으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등이
그것이다. SNS 시대라 할 만큼 이미 시민들의 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 유형의
매체들은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PR 영역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
이용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세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SNS를 통해 얻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5) 박준수 (2016. 3. 24). 지방의회 ‘생방’…목소리 높아진 의원. URL : http://blog.daum.net/outdoorcafe/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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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매체 역시 이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콘텐츠를 스마트폰과 SNS 기반에 적합하도록
재가공하고 있다. TV스크린을 통해 저녁 8시에 방송되는 SBS의 메인뉴스를 시청하는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SBS가 모바일 매체에서 시청하기 적합하게 만든
‘스브스뉴스’라는 명칭의 카드뉴스는, SNS를 통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는 뉴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의 뉴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새로운 매체 문법에 익숙한 이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전통적 매체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통적 매체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PR 방식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도 저마다 새로운 유형의 매체를 통해 지역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안동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의 직접
소통창구는 홈페이지가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들은 지방자치
정신과 무관하게 지역별로 차별성이 거의 없다. 대부분 유사한 형식과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와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일정과 업무, 의원활동,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공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공중이 언론에
의해 취사선택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 홈페이지는 지역시민들과의 직접 소통
창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측에서는 열어놓았지만, 시민들이 선뜻
그 공간으로 들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보제공방식이다. 인터넷이나 SNS 모두 이용자들의 선택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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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찾아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회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이용자가 아닌 게시자의 편의에 맞춘 콘텐츠들로
채워져 있다. 일례로 디지털 세대는 인쇄매체 세대와 달리 문자텍스트보다 영상이나
이미지텍스트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방송세대처럼 긴 호흡의 영상텍스트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모바일 화면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대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정해놓은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원하는 부분만을 짧게,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리듬으로 이용하기를 선호한다.
직접 소통 공간을 열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상호작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이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있음을 즉시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의정에 반영되고 의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과정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이뤄지기 힘든, 그래서 직접 소통 매체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 홈페이지들은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에 시민의
글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광고성 혹은 안내성 게시물들이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지방의회가 직접 소통매체를 언론매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체의 특성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새로운 매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뜻한다.
기존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옮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그대로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소통창구들을 다원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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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당시 필리버스터 생중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바람직함에 대해서는
이견(異見)들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공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공중
만들기’에는 성공한 의회PR 활동이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어느 한두 가지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필리버스터의 흥미로운 내용이, 그리고
국회방송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모여지는 시민들의
실시간 반응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유와 확산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PR을 통해 공중을 만드는 작업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PR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자신의 파트너인 공중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방의회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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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총회기 일수 : 8회 80일
- 정례회 : 2회 39일
- 임시회 : 6회 41일

•의회운영 : 9회 14일
•총
무 : 9회 26일
•산업건설 : 9회 26일

•예산결산 : 5회15일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
특별위원회 : 2회 6일

■ 의안처리 현황 [의안별]
심의·의결
구분

부의

가결

부결

폐안

철회

보류

계

원안

수정

122

119

115

4

2

1

계

95

92

88

4

2

1

의원발의

10

9

9

시장제출

85

83

79

예산·결산

5

5

5

동의·승인

7

7

7

건의·결의

2

2

2

기

13

13

13

계
소
조례안

타

1
4

2

■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별]
심의·의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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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가결
계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기타

계

116

113

86

의회운영

8

8

2

총

무

63

61

54

2

5

산업건설

40

39

30

5

4

예산결산

5

5

5

7

15

부결
2

폐안

철회

계류

1

6

5

2
1

의회운영현황 2016
■ 회의개최 현황
정례·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총회기 일수 : 4회 35일
- 정례회 : 1회 11일
- 임시회 : 3회 24일

•의회운영 : 4회 6일
•총
무 : 4회 7일
•산업건설 : 4회 8일

•예산결산 : 2회 4일

■ 의안처리 현황 [의안별]
심의·의결
구분

부의

가결
계

원안

수정

57

57

55

2

계

49

49

47

2

의원발의

8

8

8

시장제출

41

41

39

예산·결산

1

1

1

동의·승인

2

2

2

5

5

5

계
소
조례안

부결

폐안

철회

계류

2

건의·결의
기

타

■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별]
심의·의결
구분

회부

가결
계

조례

계

57

57

49

의회운영

4

4

2

총

무

31

31

28

산업건설

21

21

19

예산결산

1

1

예산결산 동의승인
1

2

기타

부결

폐안

철회

계류

5
2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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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현황·의원발의 조례안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현황 (2015. 1. 1. ~ 2016. 6. 30.)
■ 회의개최 현황
회차

구분

제168회

임시회

2015. 2. 3. ~ 2. 10.

8일

•2015년 주요업무보고

제169회

임시회

2015. 3. 26. ~ 4. 2.

8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70회

임시회

2015. 5. 14. ~ 5. 21.

8일

•시정질문

제171회

정례회

2015. 7. 6. ~ 7. 15.

10일

제172회

임시회

2015. 7. 16. ~ 7. 21.

6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73회

임시회

2015. 10. 26. ~ 11. 2.

8일

•시정질문

제174회

정례회

2015. 11. 20. ~ 12. 18.

29일

제175회

임시회

2015. 12. 21. ~ 12. 23.

3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76회

임시회

2016. 1. 22. ~ 1. 29.

8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77회

임시회

2016. 4. 22. ~ 4. 29.

8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78회

임시회

2016. 5. 19. ~ 5. 26.

8일

•시정질문

제179회

임시회

2016. 6. 10. ~ 6. 20.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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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일수)

주요처리안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
•2015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 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 (2015. 1. 1. ~ 2016. 6. 30.)
■ 조례안(18건)
연번

회차

1

제169회

2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윤찬 의원

원안가결
(2015. 3. 26.)

제170회

안동시 안전도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원안가결
(2015. 5. 11.)

3

제170회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김경도 의원

원안가결
(2015. 5. 13.)

4

제171회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5. 7. 2.)

5

제171회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남희 의원

원안가결
(2015. 7. 2.)

6

제173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74회 원안가결)

김은한 의원

원안가결
(2015. 10. 22.)

7

제173회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원안가결
(2015. 10. 22.)

8

제173회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0. 2.)

9

제173회

안동시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0. 2.)

10

제174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외

원안가결
(2015. 12. 2.)

11

제176회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6. 1. 22.)

12

제177회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
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백현 의원

원안가결
(2016. 4. 18.)

13

제177회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원안가결
(2016. 4. 21.)

14

제177회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6. 4. 18.)

15

제177회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6. 4. 18.)

16

제178회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남희 의원

원안가결
(2016. 5. 18.)

17

제178회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 외

원안가결
(2016. 5. 18.)

18

제179회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이상근 의원

원안가결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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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내역

의안처리내역
■ 조례안(154건)
연번

회차

1

제168회

2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안동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2. 10.)

제168회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2. 10.)

3

제168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2. 10.)

4

제168회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2. 10.)

5

제168회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2. 10.)

6

제169회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7

제169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보류
(2015. 4. 2.)

8

제169회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9

제169회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10

제169회

안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11

제169회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12

제170회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13

제169회

안동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14

제170회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15

제170회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16

제170회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17

제170회

안동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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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연번

회차

18

제170회

19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제170회

안동시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20

제170회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21

제170회

안동시 안전도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5. 21.)

22

제170회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보류
(2015. 5. 21.)

23

제171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24

제171회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25

제171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2015. 7. 15.)

26

제171회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27

제171회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28

제171회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29

제171회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30

제171회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31

제171회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32

제171회

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33

제171회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34

제171회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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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내역

연번

회차

35

제171회

36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의원

원안가결
(2015. 7. 15.)

제171회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남희의원

원안가결
(2015. 7. 15.)

37

제172회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21.)

38

제172회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21.)

39

제172회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21.)

40

제172회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7. 21.)

41

제173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2

제173회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3

제173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4

제173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5

제173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6

제173회

안동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7

제173회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8

제173회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49

제173회

안동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0

제173회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1

제173회

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남희 의원

원안가결
(2015. 11. 2.)

142

안건명

연번

회차

52

제173회

53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제173회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4

제173회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5

제173회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2015. 11. 2.)

56

제173회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7

제173회

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8

제173회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59

제173회

안동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0

제173회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1

제173회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2

제173회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3

제173회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4

제173회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5

제173회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6

제173회

안동시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7

제173회

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68

제173회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143

의정활동

의안처리내역

연번

회차

69

제173회

70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제173회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1

제173회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2

제173회

안동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3

제173회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4

제173회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5

제173회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6

제173회

안동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7

제173회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원안가결
(2015. 11. 2.)

78

제173회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9

제173회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0

제173회

안동시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1

제173회

안동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2

제173회

안동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3

제173회

안동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4

제173회

안동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 11. 2.)

85

제173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한 의원

보류
(2015. 11. 2.)

144

안건명

연번

회차

86

제173회

87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안

시장

부결
(2015. 11. 2.)

제174회

안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88

제174회

안동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시장

부결
(2015. 12. 18.)

89

제174회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90

제174회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91

제174회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92

제174회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93

제174회

안동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94

제174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선 의원

원안가결
(2015. 12. 18.)

95

제174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한 의원

원안가결
(2015. 12. 18.)

96

제175회

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97

제175회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98

제175회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99

제175회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100

제175회

안동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101

제175회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102

제175회

안동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145

의정활동

의안처리내역

연번

회차

103

제176회

104

제안자

심사결과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제176회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05

제176회

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06

제176회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07

제176회

안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08

제176회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09

제176회

안동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10

제176회

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11

제176회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12

제176회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13

제176회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1. 29.)

114

제176회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6. 1. 29.)

115

제177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116

제177회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17

제177회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18

제177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119

제177회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46

안건명

연번

회차

120

제177회

121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제177회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2

제177회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3

제177회

안동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4

제177회

안동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5

제177회

안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6

제177회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7

제177회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8

제177회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29

제177회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0

제177회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1

제177회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2

제177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3

제177회

안동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4

제177회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35

제177회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백현 의원

원안가결
(2016. 4. 29.)

136

제177회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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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내역

연번

회차

137

제177회

138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제177회

안동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139

제177회

안동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40

제177회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원안가결
(2016. 4. 29.)

141

제177회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42

제178회

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3

제178회

안동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4

제178회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5

제178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6

제178회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7

제178회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5. 26.)

148

제178회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남희 의원

원안가결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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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연번

회차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149

제178회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

원안가결
(2016. 5. 26.)

150

제179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6. 20.)

151

제179회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6. 20.)

152

제179회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6. 20.)

153

제179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가결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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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이상근 의원

원안가결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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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동의·승인안 등(19건)
연번

회차

1

제169회

2

제안자

심사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제169회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5. 4. 2.)

3

제171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4

제172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수정가결
(2015. 7. 21.)

5

제172회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5. 7. 15.)

6

제173회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7

제173회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8

제173회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9

제173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11. 2.)

10

제174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수정가결
(2015. 12. 18.)

11

제174회

2016~2020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12

제174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18.)

13

제175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원안가결
(2015. 12. 23.)

14

제177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15

제177회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시장

원안가결
(2016. 4. 29.)

16

제177회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17

제177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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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연번

회차

18

제177회

19

제179회

안건명

제안자

심사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수정가결
(2016. 4. 29.)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장

원인가결
(2016. 6. 20.)

제안자

심사결과

김한규의원

원안채택
(2015. 2. 10.)

■ 건의·결의안(3건)
연번

회차

안건명

1

제168회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2

제170회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

성덕댐용수길안천
취수반대특별위원회

원안채택
(2015. 5. 21.)

3

제170회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성덕댐용수길안천
취수반대특별위원회

원안채택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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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내역·진정서 처리내용

진정서 처리 내역 (2015. 1. 1 ~ 2016. 6. 30.)
1. 접수 현황
▶ 제출자별 현황
회기(일수)
구분

기관
단체

계
소계

1인

2015년

12

12

6

2016년

9

9

2

2~9인

10~99인 100인이상

비고

6
1

6

▶ 분야별 현황
구분

계

2015년

12

2016년

9

교육

문화

보건

사회

환경

1

교통

도시
계획

건설

행정

기타

2

3

3

4

2

2

2

2

2. 처리 현황
회기(일수)
구분

계

처리중
소계

처리

2015년

12

12

12

2016년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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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비고

진정서 처리 내용
접수일

건명

신청자

처리일

주요내용

15.2.1.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
기금전용 의혹 관련 청원(김경도 의원의 소개)법적 타당성과 상식에 근거해 의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

15.3.2 .

개정된 안동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개정
요구

15.1.12.

가족호텔 (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전용
의혹 관련

김선길

15.2.6.

개정된 안동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안동시
공립
어린이집
협의회

15.3.13.

서후면 명리 마을길
겸 농로 포장공사를
위한 측량 및
설계 관련

권동일

15.3.20.

서후면 명리 마을길 겸 농로 포장공사를 위한 측량
및 설계과정에서, 한 개인이 수십년간 불법점유하여
마당으로 사용하던 불법점유 구간을 포함하여
확장 포장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시정 요구

15.6.12.

경북바이오산업
단지 내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이종각

15.6.19.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저지를 위해 정식 안건 발의 제안 및 시의회
의장단과의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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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내용

접수일

건명

15.6.5.

‘구.중앙예식장’ 부지
주차장 확장 사업
위치를 ‘대우증권’
부지로 변경 관련

15.7.2.

15.7.17.

15.8.19.

154

신청자

권세학

터미널 이전 전 터미
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남문 임영삼
약국 앞으로 이동
설치 관련

2011년 경안신
육원 사건으로
사직을 강요당한 것
관련

서후면 안동김씨
제단(김태사)
앞 도로
(지방도924호)를
직선으로
선형개량 관련

송명국

조석완

처리일

주요내용

15.6.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추진 예정인
‘구.중앙예식장’ 부지 주차장 확장 사업 위치를
‘대우증권’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 건의

홈플러스 앞 진입도로를 합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홈플러스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15.8.29.

•터미널 이전 전 터미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남문약국 앞으로 이동 설치 요구
•신한은행 앞에서 중부지점 농협까지로 되어 있는
차없는 거리를 MG새마을금고까지 연장 요구

15.7.31.

2011년 경안신육원 사건으로 사직을 강요당하고
현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시설에서 생활재활
교사가 아닌 직급 승급과 선임수당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음.

15.9.18.

안동시 서후면 안동김씨 제단(김태사) 앞 도로
(지방도924호)를 직선으로 선형개량하여 사고 예방과
안동김씨 문중 임야를 활용한 쉼터와 휴식 공간
마련

접수일

건명

신청자

처리일

주요내용

16.4.12.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 마을 진입도로는 농어촌
도로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리도 기준에는 맞지
않으며 농도로는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개설된
농도로 포장폭이 3.5m 정도로서 추가 확장 대상이
아님.

16.3.28.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
관련

16.3.28.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여부 등

권농대

16.4.18.

안동시가 경상북도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여 부군수
사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진정인이 1981년 낙찰
받아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여부 및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산
70-1번지 방목형
우사신축 반대 및
초지 임대 무효 요구

월전리
이장
고창형
외 40명

16.5.12.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산70-1번지 방목형 우사
신축 반대 및 초지임대 무효 요구

일직면 망호리를
통과하는 도담-영천
간 복선 전철사업
제8공구 노선 관련

이성수
외

16.6.3.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를 통과하는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사업 제8공구 노선을 주민피해와 농경지
편입이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변경 요구

16.4.11.

16.5.12.

김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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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의 자랑 안동의 대표 특산품 |

안동사과
전국 최대의 면적(2,973ha,
9.6%)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청정지역에서 따스한 햇살과
비옥한 토질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한 향이 그윽하여 한국
소지자만족지수 1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안동간고등어
고등어가 상하는 것을 막기위해
염장 처리한 안동간고등어는 맛이
담백하여 미국·호주 등 으로
수출하고 있다.

안동포
올이 가늘고 노란빛이 나는
대마포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진상되기도 했다.
임하면 금소리에서 생산되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안동소주
안동지방 명가에서 전수되어
온 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안동소주 전승관
에는 소주고리를 비롯한 술
만드는 기구들과 시대별 술병과
술잔, 전통음식상차림 등이 전시
되어 있다.

156

안동마(산약)
2008~2012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5년연속)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하여 산약(마)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일본·대만·
뉴질랜드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안동한우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 환경
에서 독특한 사육방법으로 키운
안동한우는 육질 내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특유의 맛과 향이 어우
러진 질 좋은 쇠고기이다.

안동찜닭
육질이 좋은 신선한 닭과 감자,
시금치, 대파 등의 야채와 당면이
어우러져 매콤달콤하며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뤄 적은 비용
으로도 여러 사람이 정감을 나눌
수 있다.

안동고추
고추의 명산지에서 생산된 안동
태양초 고추는 과피가 두껍고 고추
본래의 색깔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특수공법에 의한 이물질
제거와 완전 살균처리로 매콤하고
감미로운 맛과 영양이 살아있다.

ANDONG CITY COUNCIL

시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제170회 임시회 2015. 5. 18. ~ 2015. 5. 20.
제171회 임시회 2015. 10. 29. ~ 2015. 10. 31.
제178회 임시회 2016. 5. 23. ~ 201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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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야기되는
시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 방안과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주기장을 확보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한 읍·면 지역에 주기장을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은 자택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차하지 않고
운전자들의 집근처 도로변, 공터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하여 주·야간 합동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건설기계 불법주차 해소 방안으로 공영주기장 설치도 한 방안이
되겠지만, 공영주기장 설치는 접근성을 위해 시내 주변에 설치하여야

권남희 의원
2015년 5월 18일

하나, 시내 주변은 넓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높은 지가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공용주기장 설치에 문제가 있으며, 경상북도 내
시·군에도 공용주기장이 설치된 곳은 없음.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지자체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음.
관련법이 통과되면 공영주기장 건설에 따른 국비를 지원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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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와 단속 대책은?
A. 부시장 우리시에서는 신도청시대의 성공적인 개막과 도청소재지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청맞이 범시민운동』으로 질서안동, 청결안동, 친절안동, 칭찬 안동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청결안동』 운동 일환으로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정성 광고물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광고주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우며, 불법광고물 수거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 근본적으로는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광고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의 신상 자료를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 도청 이전에 따른 광고 수요 증가로 현재 운용중인 현수막 게시대 140개소로는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광고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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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온천 이용료 현실화 방안과 학가산 온천 민간 매각 등 운영방안
모색은?
A 시장

학가산 온천장은 공영온천의 장점인 저렴한 입욕료와

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반면, 관내 목욕업종 경영난과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효율적인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장이후 요금인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온천장의
입욕료 인상을 위해 입욕료 원가분석용역,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개정을 위하여
『안동시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음.
또한, 2006년 온천개발계획 수립 이후 민간투자 없이 사유재산
행위제한만 지속되고 있는 학가산온천 개발계획의 현실화를 위하여
올해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온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음.
2010년 우리시에서 시행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 민간 매각을
권고 받았고, 학가산온천장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산

김호석 의원
2015년 5월 18일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매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 매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욕료 인상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온천개발계획의
현실화가 선행 되어야 하며, 또한, 197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매각 방법과 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과 관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여 민간매각 여건이 조성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음.

Q.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건축 및 개발허가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은?
A. 건설도시국장 최근 3년간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 개발현황 실태를 말씀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119건에
281,355㎡이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7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폐율 20%, 용적률 100%, 층수 4층 이하로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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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내 CCTV 설치, 시장 바닥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옥상층

이러한 용도지역 내 허용 가능한 범위안에서 대상지

부설주차장 보수, LED 램프와 환풍기 교체공사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허가를

실시하는 등 용상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 왔음. 또한,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시장 내 열악한

입지는 규제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상인의 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기금으로

개발행위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소액대출사업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있음.

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올해 시비 2,4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출입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교체공사와 시장 건물 도색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의

Q. 의원 개발 허가된 녹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장매니저 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1,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구(舊)장옥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행위를 원활히 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소재하고 있어 주변 환경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저해와 폐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A. 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 가능한

위하여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 용상소로2-31호선

행위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개설공사 보상에 착수하여 주택 3동을 협의매수 하였고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토지이용현황,

현재 구 시장장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도시공간구조, 도시발전방향 등 소규모 대상 지역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완료 이후 구(舊)시장장옥이

아닌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철거되면 일대의 도심 경관이 개선되고 도시계획도로

하므로, 현재 추진하고 `2030년 안동시 도시기본계획

인근에 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용상시장과 연계한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다양한 먹거리 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밀집한 취락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하여 건폐율

고객이 붐비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용상시장

완화(6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Q. 의원

용상시장 동편 도시계획도로(용상소로

2-31)를 조기에 개설토록 해 주시고, 용상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지에 위치한 옛 시장 장옥을 재정비 할
계획과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보상 규정이 있는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주택수리, 재건축 등 용상시장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A. 건설도시국장 2007년에 준공한 용상공설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56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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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과 재정부담 방법 및
계획은?
A. 시장

3대문화권사업은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 우리시에는 선도사업과 전략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유림문학 유토피아 조성사업,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4,432억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속
사업임.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고시와
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 또한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본 단지 진입도로와 기반조성공사 시공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 간이예비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연간 평균운영비가 320억원으로 계산되었으나 2014년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어, 운영비를
재 산정한 결과 연간 운영비는 180억원 정도로 예상됨.

이재갑 의원
2015년 5월 19일

3대문화권사업 지구 중 현재 운영 중인 이육사문학관의 경우, 간이
예타 시 연간 운영비가 76억원이나 2015년 실제 일반운영비는 1억
8천만원이며, 안동포 전시관의 경우는 현재 8천 5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어 운영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초
간이예비 타당성조사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본 단지는 실제로는 그
보다 적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현재 기반조성공사 착공과 건축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0년
준공 이후 운영을 대비하여 하반기 중에 3대문화권사업 전반에
운영계획과 운영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박물관의 경우 국학진흥원과 연계 운영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운영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선성현 문화단지조성사업과 전통빛타래 길쌈마을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법인운영을 검토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사업에 따라 관광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등 직·간접적으로 우리시에

162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시설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단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호텔 등 민자 유치와 컨벤션센터 준공 후를 대비하여, 국제회의를 사전에 유치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시설운영비 최소화와 수익률을 극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 의원 서울 안동빌딩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은?
A. 시장
◦ 안동빌딩은 우리시의 특산품 및 하회마을 등 관광지를 홍보하고 안동인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2014년 12월, 115억 2천 3백만원)

◦ 전체 13실 중 매도자가 임대 계약한 9실 승계 임대 중(4,480만원/월)
- 공실 4실 중 1실(64평)은 안동인의 만남의 장소 및 교육장으로 사용 중
- 공실 3실은 임대 공고 중(병원, 사무실 위주 임대계획)이나 한개 층 전체 임대 희망 수요는
있으나 부분 임대 수요는 적음

◦ 건물관리는 용역회사와 포괄적으로(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 관리,
담당공무원이 월2회 정도 출장 점검

◦ 향후 활용 계획
- 당초 농특산품홍보관, 안동학사, 안동 홍보를 위해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 특산품홍보관은 운영에 적절한 1층 상가의 기존 임대기간(2018. 3월)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학사운영은 건물위치, 입주 학생의 안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임대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 검토
- 홍보 간판 설치는 동영상은 불가, 고정식만 가능(성동구청)하여 홍보 효과가 떨어져 설치
보류 중이며 다른 방안 모색 중
※ 출향인 귀촌·귀농 교육 장소는 현재 향우회에서 사용 중인 3층을 상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일정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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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도축장 현대화 시설, 경매장 신설에 관한 견해는?
A. 부시장 우리시 소재 (주)새한축산은 9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덕, 예천, 문경, 상주)의 하루 평균 소 45두, 돼지 450두
정도 도축처리 하고 있음.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향상으로 대도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작업장에서 도축·가공
처리된 축산물 납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주)새한축산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로 개·보수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의 축산물작업장을 이전 확장하여 도축장과 더불어
지육경매장, 육가공시설 등을 갖춘 최신 거점 축산물작업장 건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경북북부지역은 현대화된 축산물작업장이 없어 고령, 충북 음성, 경남
김해 등 관외 도축장으로 반출함에 따른 농가 운송비의 과다 소요와,
장거리 수송에 따른 체중감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육질저하로 경매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권기탁 의원
2015년 5월 19일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최신 거점 축산물작업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함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작업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용역기간 : 2015. 4. 29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금액 :
20,310천원)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축산물작업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음.

Q.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명칭공모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A. 부시장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명칭공모를 시행하고 응모작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북의 정체성이나 상징성 등에 맞는
최우수작이 없어 우수작 3개(퇴계, 예안, 동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예정에 있음.
지난 3월 제169회 임시회의에서 권기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분 발언
내용을 경상북도에 서면으로 건의하였으나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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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또한, 경북도에서 4월 20일 명칭공모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10개의 명칭을 선정하고 명칭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도내 전 시·군에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철회 요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예천군이 이미 「예안」으로 제출된 상태에서 선정을 우려해 부득이 명칭 선정이 필요하다면 「동천」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한 바 있음.
그 동안 신도청 소재지의 신도시 명칭공모와 관련하여 안동시와 예천군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추후 명칭 제정을 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Q. 의원 안동종합물류단지(농산물도매시장) 수수료 현실화 방안?
A. 부시장 전국 공영도매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잠식당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양 도매 법인의 사업 성과와 시장 여건이 부합된 결과임.
시장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기준
0.5% 이내에서 개설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함고 있음. 시장 사용료율은 특별시소재 중앙도매시장은
매출의 0.55%, 그 외는 0.5% 이내로 농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우리시도 과거(1998년도 IMF당시) 시장 사용료를 0.5% 징수하였으나 현재 매출액의 0.4%를
징수하고 있음. 농가가 부담해서 법인 수입이 되는 위탁상장수수료는 매출액의 7%에서 6%로
하향하였음.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보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부터 법 한도까지 징수하는
곳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다고 봄.
포항과 구미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가 0.5%,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상장수수료는 6.5
~ 7.0%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하자 부담 위탁상장수수료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시장사용료와 출하자 부담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운영법인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참고하여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3의 도매시장 증설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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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대비한 사전준비기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A. 시장 안동-예천 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최근 신도시 명칭 공모를 행정도시 조성의 전단계로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동-예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음.
최근 지난 5월 8일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동-예천 통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우리시에서도 안동-예천 통합에 대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와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학식 있는 민간전문위원과 올해 경상북도에 추가 요청한 도시계획직렬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겠음.

김수현 의원
2015년 5월 20일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 시 「도시계획과」
설치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음.

Q. 의원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 및 온뜨레피움 운영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A. 시장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의 운영관리는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계획수립 용역(2012년.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직영,
경북관광공사위탁, 민간위탁, 재단법인설립 중에서 공공성, 경제성,
안전성, 전문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유교랜드 입장객과 수익금이 당초 용역 결과
2013년도에 입장객 262,700명, 입장수익 11억5천6백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입장객 59,684명, 입장수익 3억9백만
원 정도로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시와
경북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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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정비, 유교랜드 콘텐츠 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호텔·콘도부지 5개소 중 2개소는 분양 완료되었고, 상가부지 8개소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단지활성화부진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우리시와 경북관광공사에서
끊임없는 독려로 현재 상가부지 2개소가 착공 준비 중에 있음.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대구·경북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747개소, 중·고등학교 711개소에 유교랜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인기 TV 프로그램(MBC 전국시대, KBS 행복발견, 투니버스 막이래쇼) 방영을 통해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을 전국에 홍보하였으며, 대구·경북 8개 시군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였음.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지역 교육지원청과도 MOU 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팸투어와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온뜨레피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경북관광공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3월 명도 가집행을 실시하고 4월 25일 재개장하여 시설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온뜨레피움과 연계하여 유교랜드 입장객에 한해서 입장료를 500원으로 할인해줌으로써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이 상생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Q. 의원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내 대형숙박시설(콘도 등)유치를 위하여 우리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A. 시장 우리시와 경북관광공사는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하여 2014년 11월 서울JW메리어츠
호텔에서 열린 경북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안동시와 경북관광공사 합동 브리핑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관광개발 부동산 투자 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임.
빌라형콘도는 ㈜LID가 지난해 6월 시장과의 면담에서 투자의사를 표명한 후 현재 투자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12월에는 중국 국신그룹 주사호 회장 일행이 안동방문 중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혀 외국인 투자와 토지매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회시를 하였으며,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방안 검토와 관광단지 지구변경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호텔A(23,485㎡/47억원)와
빌라형콘도(14,649㎡/33억원) 민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모두투어 자회사인
모두투어리츠와도 협의 중에 있음. 해외자본유치를 위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항주,
홍콩에서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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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임시회 2015. 5. 18. ~ 2015. 5. 20.

Q. 의원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즉 안동과 예천 통합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추진내역은?
A. 시장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예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포신도시처럼 새로운
도시명칭으로 도청이전 효과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음.
양 시·군 통합에 행정기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양산할 수 있어 통합 공론화의 물꼬를
트기도 전에 분열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지금은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 양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음.
최근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면서 행정도시
조성의 전단계로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음.
지난 5월 8일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
시 안동·예천 통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간다고 밝힌 바 있음.
향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안동·예천 통합협의체 구성 등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손광영 의원
2015년 5월 20일

Q. 의원 제165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즉 송현동
사단부지 내 시 소유 임야와 사단 소유 임야 중 안동MBC 앞과 운안동
기상대 주변 임야 교환에 대한 답변 추진내역은?
A. 시장 송현동 사단부지 내 시 소유 임야는 20,914㎡임. MBC앞과
운안동 기상대 주변 사단 소유 임야와의 교환은 현재 구체적인 위치와
목적사업이 정해지지 않아 교환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음.
금후 목적사업이 정해지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유임야
관리운영규정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사단(국방부)과 협의토록
하겠음.

Q. 의원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즉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원 배출업체인 ㈜영풍석포제련소 이대로
좋은지?
A. 시장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송부하여

168

조치토록 하였으며, ㈜영풍석포 제련소는 TMS(원격감시체계)가 설치되어 PH, COD, SS는 실시간
체크되며,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국립물환경연구소에서 매월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금속은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임.
※ 정량한계 : 어떤 성분분석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

Q. 의원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안동댐 상류지역 퇴적물
중금속 검출로 인한 안동시민과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추진내역은?
A. 시장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안동호, 임하호 유입지천의 생물자원분석, 토양, 중금속 오염
분석을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안동대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또한 안동호 상류지역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댐 상류 하천오염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활동 및 환경오염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안동상수도 원수는 임하댐 방류수와 길안천이 합류하여 임하댐하류 16㎞지점 반변천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낙동강 본류와는 별개의 지류여서 중금속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안동보조댐
하류에 있는 예비취수원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수질은 적합하게 나오고 있음.

Q. 의원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 관련하여 ① 보조사업 완료 후 운영 및 농기자재 매입·관리 운영상
부정행위 대상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관리방안은? ② 보조사업 신청방법, 선정기준, 사후관리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부시장 동시다발적인 FTA체결과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농업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우리시에서도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음.
향후 농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사업신청은 읍면동을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음. 대상자
선정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읍면동과 시 자체심사,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토록 함과
아울러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기계류는 5년, 시설물은 10년간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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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임시회 2015. 10. 29. ~ 2015. 10. 31.

Q. 의원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콘도형 대형숙박시설 유치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유치계획은?
A. 시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 ㈜LID그룹에서 빌라형콘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중국 국신그룹
주사호 회장 일행이 안동을 방문하여 투자의향을 밝히기도 했음.
금년에는 안동문화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9월 10일 서울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신도청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문화관광단지
현황 등 제반여건을 설명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빌라형콘도와 스파랜드는 금년 9월 서울 송도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석하여
교원그룹에서 호텔 및 연수원 복합시설 건립 의사를 표명해 왔음.
또한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호텔A 부지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모두투어의 자회사인 모두투어리츠(비즈니스 호텔 개발업체)와도
협의 중에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중심숙박거점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통하여
대형 숙박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권광택 의원
2015년 10월 29일

Q. 의원 현대아파트~강변(남북방향 용상중로1-11)구간, 용정교~선어대
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용정교 확장공사 관련
의견은?
A. 시장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구간, 안동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구간, 안기동에서 안막동 구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신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현대아파트~강변구간(중로1-11호선)도로와 용정교~선어대간 (중로119호선)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만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2016년도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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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교 확장은 용상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Q. 의원 시내 단독주택, 외곽지역(송천동) 도시가스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LNG) 확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

A. 부시장 2012년 8월부터 안동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LNG)가 공급되면서 정체상태에 있던 도시가스

시급성과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동지역은 가정용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2012년 61%에서 2015년 7월 현재 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Q.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및

단독주택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난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견은?

2012년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A. 부시장 우리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곳, 법인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9곳, 직장 어린이집 2곳, 민간·가정어린이집

약 1,740여 세대의 단독주택과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75곳이 있음. 이중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은 영유아의

공급되도록 하였음.

안전과 건강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또한 시 외곽지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집 개보수비

올해부터 지방비(도비, 시비)와 도시가스사 자부담분을

및 장비비를 3년마다 개소당 32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포함한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공급관 약 4.1㎞를

있으나, 동일한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매설하고 있음. 늦어도 올 12월경에는 도시가스(LNG)가

예산지원에서 제외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음.

풍산읍 소재지 지역에 공급되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내년부터는 총 75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민간 53,

사용할 수 있을 것 임.

가정 22)에 대해 매년 기능보강 사업비를 1개소 당

앞으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3백만 원씩 총 3천만 원(10개소)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지원 공고,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가스사 경제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밟아 매년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오백세대 정도의 단독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겠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음. 송천~남선지역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는 만3세는 48천 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은 도시가스사가 투자재원 확보가

만4세~5세는 31천 원으로 현재 우리 시는 만3세에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2017년도에 지방비를 지원하여

1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38천 원으로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낮추었음.
그러나 만3~5세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는 시장공약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학부모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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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추진에 따라서 원도심 지역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안동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전략은?
A. 시장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2018년
역사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이루어졌음.
안동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비전을 말씀드리면, 안동 구도심은
경상북도 중심지로의 상징성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3대 목표로는
첫째,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심 관광 기능 극대화 둘째, 안동
구도심 시민의 거주 안전성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셋째,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신시가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 구상을 생활권역별로 도심
생활권(동지역)을 포함하여 5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도심생활권을 중심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중구동, 용상동, 서부시장, 신시장 등 3개 지역을 활성화

김경도 의원
2015년 10월 29일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2016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중구동 일대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원도심의 중심지인 태사묘 일대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사업임.
태사묘 일대 특화거리사업은 원도심 상징성과 정체성 제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주변상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사업은 젊은 경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최대한 수혜를 누리며 시민이 행복한
삶, 살고 싶은 안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Q. 의원 도시계획 수립 및 안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사전검토, 자문 및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순수 민간 전문가 중심의 안동 미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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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안동의 지속가능한

느낄 수 있는 야시장, 이벤트 광장, 먹거리 및 살거리

미래 도시발전과 보전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 한류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글로벌 브랜드 개발,

안동 미래위원회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그 결과 오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고객이 넘쳐나는 명품시장으로

11월 4일 공식 출범할 예정임. 안동 미래위원회의 주된

육성할 계획임. 또한, 내·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의

역할은 3대문화권 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공공기관 이전, 역세권 개발 등 도시계획의 기반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음.

사전검토와 자문을 거쳐 도시발전 방안에 대한

다음은 경영노하우, 서비스교육, 상인간 법률 및 분쟁

정책제안 등을 담당하게 됨.

해결이 포함된 전통시장 희망닥터제도 도입에 관한

안동 미래위원회를 도시계획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답변을 드리겠음. 우선 경영노하우 및 서비스 교육의

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이에

문화, 경영, 관광,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연구원,

관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인대학 유치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금년 5월 위원 공모를 통해

물론 의식개혁, 마케팅 기법 및 친절교육 등 다양하고

출향인사와 지역 내 전문가를 선발하였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위원회 운영은 연간 4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할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 인테리어 등에 전문가를

예정이며, 안동시 부문별 도시계획 전략구상(안)과

위촉하여 자문 지도를 받는 시장 활성화 컨설팅 사업과

각 실국의 현안사업계획(안)의 사전 검토 등을 주요

행정·유통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상인 조직 역량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또한 미래위원회 개최와

강화하는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더불어 도시 미래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계획임. 또한, 상인 간 법률 및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마련할 것임.

경북도상인연합회에서 위촉한 권역별 전통시장

새롭게 출범하는 안동 미래위원회가 안동시 미래발전

자문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고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림.

자문, 피해 구제, 제반 소송비용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음.

Q.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매력있는

이와 병행하여 시장별로 상인 원로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야간문화 투어 명소화

한 별도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노하우 공유, 소규모

조성 계획과 재래시장 희망닥터 제도 도입 의향은?

분쟁 중재 등 상인 회원 간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A. 경제산업국장 현재 점차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유도하는 등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유치로 구도심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한국 특유의 문화와 활기를

173

의정활동

시정질문 및 답변

제171회 임시회 2015. 10. 29. ~ 2015. 10. 31.

Q. 의원 2030년 안동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안동 도시의 미래상은?
A. 시장 2030년을 맞이하는 안동시의 미래상은 먼저 도청소재지로서
위상강화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경북의 균형발전,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도시와 농촌, 東과 西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의 새로운 중심,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 안동”으로
설정하고 주간활동 인구를 포함한 인구 35만 명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함.

특히 3대문화권 사업과 산재한 문화관광자원, 풍부한 수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과 함께 안동문화관광단지 확장을 통한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교 등 전통문화와 독립운동
정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신문화수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표인구는 현재 인구인 17만 명에
도청신도시 인구 10만 명, 도청소재지로서 위상과 자족기능 강화를

김대일 의원
2015년 10월 30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유입인구
3만 명을 포함한 상주인구 30만 명과 천만 관광객 시대의 안동시를
감안하여 활동인구 5만 명을 포함한 35만 명으로 설정하였음.

새천년 경상북도의 중심, 인구 35만인 도시로서의 안동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가산업단지,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를 통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와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개발과 정비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도록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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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심 주차장 해소방안과 성소병원 앞, 금명로, 운안로 등 주요도로
교통체증 구간 해소 방안은?
A. 시장 도심 및 주택밀집지역의 장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주차장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상가밀집 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을
구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구별로 차량보유현황과 유동차량 추이를
분석하여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가 등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에는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겠으며, 주택밀집지역은 유휴지 공동주차장과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음.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금곡동 등 4개소 34면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도심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주요교차로 지점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방향별
최적신호시간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충분한
해소책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소병원앞, 금명로, 운안로 등 동서축 구간내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도심 통과차량 분산을
위한 안기∼안막간, 안동대교∼이마트간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운영 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조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도심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 등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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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시 하종현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서 건립의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 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준비위원회 발족, 그리고
안동시, 지역미술계,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 방안은?
A. 시장 먼저 건립목적은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관광도시와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인근 (상아동457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연건평은 3,300㎡임.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도서실, 작업실,
공조실 등으로 사업비는 93억 원 정도 소요됨.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9월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고양시
하종현 화백 미술관을 견학하였으며 작년 10월 안동시 권광택

손광영 의원
2015년 10월 31일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이 하종현 미술관을 재차 방문하여 하종현
작가로부터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미술품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받았음. 이어 안동시립 하종현 미술관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을 요구하였음.

올 해 3월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6월에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8월 초에
최종보고 후 완료하였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 해 12월말까지 세부계획수립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2016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내년
3월에는 지특회계 문화시설 건립사업 사전평가심사를 경상북도에,
5월경에는 문체부에 신청하여 사전평가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7월경
문체부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여 2017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12월경에 준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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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 대책으로 전기목책기, 철망 등 유해동물 설치에 따른 자부담 능력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검증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을 건의하면서 금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수렵장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등산객, 농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은?
A. 부시장 금년 들어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51농가
2천8백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지난해 106건 4천4백만 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부터 철망 등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고라니 포획보상금 지급과 680건의
포획 허가를 통한 고라니 850마리, 멧돼지 250마리를 포획한 결과 임.

2009년도부터 ha당 250만 원씩 설치비용을 보조해오던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지난해 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8천9백만 원으로 지원한 101가구 중 전기목책기 48농가, 철망은
53농가에서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3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임.
특히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방지단(22명)을 구성한 후 탄환과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씩 총
600마리분의 포획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1,000마리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획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2012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한 이후 3년 만에 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안동시 수렵장에는 1,164여
명이 수렵을 신청하여 3억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멧돼지 900마리, 고라니 2,300마리,
조류 3만 마리 이상 포획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방지 효과는 물론 전국 엽사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전기울타리나 철조망 설치를 못하는 농가를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에 대한 효과검증 시범사업을 전년도 10ha, 금년도 3ha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평년 피해규모 대비 80%정도의 피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효과가 검증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는 농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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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한중 FTA, TPP 무역체제 하에서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농촌회생을 위해 농업예산과 지역
개발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A. 시장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 등을 위해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비가 수년간 수십억 원이 투자 될 것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직불금은 올해 1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밭농업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되는 내년에는 약
30억 원 정도의 국비 예산이 늘어날 전망임.

현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인 6차산업 육성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규모화·계열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이재갑 의원
2015년 10월 31일

지원사업과 지역의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농촌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지역개발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근 5년간의 지역개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사업인 농촌개발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동은 있음. 다만 2010년 최종예산 489억 원 대비 2015년 현재
예산이 408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농촌개발 예산에 국비를 대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도로사업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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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취수 반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 취수반대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그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A. 부시장 성덕다목적댐 길안천 한밤보 취수는 2003년 기본계획 협의 시 우리 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2년 9월 취수지점을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으로 결정고시 하였음. 이에 우리 시는 한밤보 취수 반대를 위해 토론회,
수자원공사 항의방문, 지역주민 면담과 수자원공사 주관의 취수관련 설명회 개최 등 길안천 취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음.

2014년 6월 9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취수 유입구 높이 조정 등을 수차례
보완하고, 민원발생 시 피허가자가 책임지는 허가조건을 부하여, 2014년 8월 1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음.

점용허가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민원해소 후 신청토록 하였음. 그 후 2015년 8월 31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당초 길안천 건천화와 농사피해 우려 등으로 극심한 반대를 하던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길안천 취수 시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지원과 취수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행정절차상 적법성만 고려한 나머지 9월 16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었음.

우리 시에서는 길안천 취수 시설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성덕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저수용량은
28백만 톤의 소규모 댐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앞으로 취수대책으로 추진해온 취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덕댐 방류량과 취수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길안천 과다 취수를 방지하고, 가뭄 시 성덕댐 방류량 증가와 영천댐 도수로를 통한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가 방류 되도록 안동시, 수자원공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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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 동부터미널(복합 환승센터)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 진척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A. 시장 이 사업은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소
소외된 도심 동부(용상, 송천)권역의 발전을 위해 용상동 구)비행장부지에
대한 “안동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4년에 승인·고시되었고,
2015년도에는 구)비행장 주변지역 도시공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음.
용역 결과에 따라 구)비행장 부지 안에 동북지방 통계청 청사를
신축하고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에 복합환승센터, 체육시설, 주제공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른 사업부지는 지난 해
12월, 우리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결정 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용상동 1517-4번지(구,교도소 면적:6,159㎡, 1,047백만원)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임.

그리고 구)비행장부지 1517-2번지(면적:15,254㎡)는 금년 하반기에
국유지 매입요청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편입대상 사유지

권광택 의원
2016년 5월 23일

28필지 26,347㎡는 오는 6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다음, 지난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억원 예산으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우선매입하고, 잔여부지는 추후 매입해 나갈 계획임.

향후 복합 환승센터, 체육시설，공원조성사업 등의 추진은 세부사업
간 목적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일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한
다음, 해당사업의 담당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게 하여,
내년부터 사업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그리고, 동부권역의 개발여건과 인접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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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댐 호반나들이길을 연계한 용상동 CGV 영화관 주변 도심재생을 위한 ‘유재하 음악거리’
조성 방안안은?
A. 부시장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우리 안동은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와 닿음. 고려 개국공신인 삼태사와 조선의 이황,
류성룡, 근대사에 와서는 석주 이상룡과 이육사 등 유명한 인물이 있음.
이에 비견(比肩)할 바는 못 되나, 현대 인물인 음악가 유재하가 안동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임.

대구의 ‘김광석 거리’는 대구 출신 예술인을 전통시장과 연계·활용하여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소외지역을 재창조하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성공한 사례임.
“유재하 음악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광석 못지않은 천재뮤지션 유재하가 안동출신이라는
사실과 그의 명성에 대한 재조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또한, 기존의 유사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함께 ‘김광석 거리’ 명성 이상의 가치와 실체를
찾아내려는 노력도 병행해 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용역발주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나 지특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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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전문인력 확충’신설 및 운영
확대 방안은?
A. 부시장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관광 분야의 인력 확충과
전문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함. 정부의 인식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관광 정책실’을
‘체육정책실’과 ‘관광정책실’로 재편하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한 바 있음.

현재 우리시는 관광 정책과 홍보·축제 등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는
체육관광과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대 문화권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업무는 전통산업과와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관광전담부서인 체육관광과 관광진흥담당의 경우,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직원 1명이 파견 되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전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체T/F팀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김경도 의원
2016년 5월 23일

관광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우리시도 정부의 흐름과 행정수요 등을 직시하면서, 행정 환경을 면밀히
진단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이 우리시의 성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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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대책은?
A. 부시장 우리지역에서 단체관광객을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은 안동문화관광 단지에 위치한
리첼호텔과 그랜드호텔 164실과 안동파크호텔, 안동호텔, 갤러리아모텔 등 굿스테이로 지정된
숙박시설 8개소 255실 등 모두 419실 정도로 단체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1인1실을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수요에 맞추어 굿스테이
8개소에 더블침대를 트윈침대로 개선해서 단체관광객을 수용 가능하도록 경상북도에 숙박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건의했음.
그리고, 개별여행객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일명 게스트하우스로 불려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6개소를 주로 이용하는 “내일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레일을 통한
숙박시설 홍보와 1인1일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있음.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400매의 쿠폰이 사용되는 등 “내일로” 여행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겨냥해 지난 제1회 추경 시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및 수요 증가가 저가형 숙박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기대책으로 지역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미분양된 숙박시설
6필지에 호텔, 콘도 등을 유치하게 되면 만성적인 숙박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쓰겠음. 그리고, 숙박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호감을 갖고 안동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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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옥동, 송현동 신시가지 지역과 태화, 평화동 지역은 연계성이
단절되어 안동시 전체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시설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인데 시장님 동의하시는지? 송현동 군부대의 외곽지 이전 적극
추진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사단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간 대책은?
A. 시장 지난 날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는 국가와 향토 안보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근래들어,
도시발전과 함께 도심의 외연(外延)이 확장되고 팽창되어감에 따라
도로확장을 통한 도청 신도시 간 연계문제,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 또한 현실이며, 저 역시 사단부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軍은 아직까지 이전 의사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시가 추진할 경우 많은 가용재원(부지보상만
2,500억원 정도 평당 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취하고

김대일 의원
2016년 5월 24일

있는데, 이는 그만한 가치의 대체부지와 막사를 신축해 주고,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이지만, 이 또한 공공목적 이외에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부대 규모나 성격상 지금의 부지 전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市가 필요한 일부 부지라도 양여(매입)가 가능한지 협의한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2011년 사단부지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군부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국방부가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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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2015년 12월 21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도 단위기관
단체 이전에 따른 추진실적은? 도청신도시가 미비한 정주여건과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땅값상승으로 “신도청으로 못가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언론보도와 함께 다른 23개 시·군의 유치전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동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A. 부시장 우리시에서는 신 도청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과 기관유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단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2016년 5월 현재 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유치현황을
보면, 219개소 대상 중 130개소를 유치목표로 이 중에 이전희망기관이 107개소로 대구지역 81개소,
경북지역 26개소임.
현재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전한 기관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도청우체국 등
11개소에 직원수는 1,967명 임. 2016년 상반기 2개소, 하반기 13개소, 2017년 상반기 5개소,
2017년 하반기 17개소, 2018년 이후 59개소로 총 96개소 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음.

신도시내 부지매입기관 단체는 도 단위기관 4개소, 정부합동청사 5개소, 보훈회관 10개소 등 모두
34개소로 신도시내 청사 신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전대상기관도 경상북도 및
개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지난 20일 기공식을 가진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도청신도시 제2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여 용상동 구)비행장부지에 건립토록 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 산하기관이 가급적 우리지역에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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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신도청 시대 개막을 대비하여 신도청 방향 시내버스 운행
준비를 위해 안동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A. 부시장 2015년 7월 1일자로 도청을 이전한다는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신도청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2014년
9월 기존의 11번 노선을 연장운행 하도록 결정하고 12대를 증차하는
노선개편 증차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시내버스 3사에 증차를 준비하라는 개선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후
2016년 2월 21일자로 이전이 연기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7일 재차 증차운행 개선명령을 시달하면서 정상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도청개청에 맞추어 안동대에서
도청 신도시 종점까지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음.

또한, 도청 신도시 운행은 안동시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어서 밤
11시까지 운행한 후에 버스회사 차고지까지 도착하면 밤 12시가 넘어
피로누적으로 인해 다음날 야간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2교대
근무에 따른 운전기사 40명 증원 인건비 18억과 증차운행 적자보전금

김호석 의원
2016년 5월 24일

12억 등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실에 대한 도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경북도의 방침대로 신도청 운행 후에 실질적인 손실금액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임.

Q. 의원 지난 2월초 신도청 방향 11번 시내버스 파행 운행의 원인은
무엇이며 파업철회를 위해 안동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시내버스
운수3사와 협상 당시 참석한 안동시 집행부 간부는 누구이며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합의 당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논의했는지?
A. 부시장 우리시에서는 신도청 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2016년 2월 22일 버스3사 대표와 노조대표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담당이 참석한 간담회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월 29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11번 연장운행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22번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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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터미널에서 신도청 아파트단지까지 단축운행 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버스기사의 근무여건도 당초와 같이 환원되었으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사항이므로 논의가 없었음.

Q. 의원 신도청과 구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 대책과 신도시 주민들과 풍산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결 방안은?
A. 부시장 당초 계획한 11번 노선의 연장운행에 대하여 3사간 합의가 결렬되고 대안으로 22번
노선을 신설키로 합의하여 도청 신도시 노선으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음.
22번 노선 운행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지만, 일부 풍산지역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있어 추후
보완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음.

장기적으로 볼 때 신도청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행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016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중간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대중교통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더욱 연찬하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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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은?
A. 부시장 이제 문화관광산업은 그 국가와 도시의 위상과 인지도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매우 비중 있게
인식되어 가고 있음. 우리시 또한 문화관광이 시정의 한축을 담당하며,
그 동안 문화관광 행정을 “문화관광 기반조성”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양축에 비중을 두고 수행해 왔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반조성(하드웨어적)사업”이며, 올해
20번째를 맞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안동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각종 뮤지컬 공연 등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앞으로 치열한 문화관광시장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동문화
관광(자원, 시설, 상품, 정책 등)문제를 내부적·긍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정훈선 의원
2016년 5월 25일

모색하여 안동 1,000만 관광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Q. 의원 안동시 맑은 물 공급대책은? 미공급 확대 및 노후관 교체
방안은?
A. 부시장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환경부 농어촌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된 북후 옹천지구와 녹전
원천지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120억원을 포함하여 총
172억원이 투입됨.

또한,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도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산읍
오미리를 비롯한 19개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사업이 완료되면 3,696명의 시민이 수돗물 공급의 혜택을 보게
되고, 상수도 보급률도 2.16%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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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주로 원거리의 고지대 부락이나 독가촌으로,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고액의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시의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은, 총 관로연장 1,674.8㎞ 대비, 매설 경과년수가 20년이 넘은
관로가 405.1㎞로, 약1/4(24.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상수도 재정이 다소 열악하지만, 매년 25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교체해 나갈 계획임

Q. 의원 안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확대 방안?
A. 부시장 2012년 8월부터 안동지역에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었고 지난 4년간 시비 7억
8백여만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 1,500여 세대에 공급을 확대하면서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5년 12월 현재 72%로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도시가스 공급관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내지역 단독주택과 읍면지역에
도시가스사가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조기에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도시가스사가 적정 이윤의 회수 없이 일거에 공급 시설을 늘린다면 결국은 소비자 요금 인상과
도시가스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시민에게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사 비용부담을 줄여 줘야 함.
앞으로 국·도비 등 확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가스사의 자체 재원 확보 등
투자의향을 협의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내 소외지역과 읍면지역에도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되어
누구나 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89

의정활동

시정질문 및 답변

제178회 임시회 2016. 5. 23. ~ 2016. 5. 25.

Q. 의원 옥동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중인 용역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A. 도시건설국장 옥동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2011년 10월 31일부터 금년 10월 29일까지 5년 동안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원활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유도를 위해 2015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음.

그 동안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과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추가로 이마트 남측부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도 수행하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김은한 의원
2016년 5월 25일

금년 7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시작으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까지 옥동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과 이마트 남측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겠음.
시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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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늘어나는 옥동·송하동 도시개발 수요에 대비한 집행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은?
A. 도시건설국장 우리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안동역사
이전과 경북도청신도시 개청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옥동,
송하동 일원은 개발호재에 따른 역세권 예정지역이며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위치적 이점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
따라서 상기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터미널 남측
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터미널 북측지구와 성좌원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터미널 북측 지구와 성좌원 일원 자연녹지지역은 금년 10월경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터미널 남측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도시지역
편입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향후 관리방안 등 최적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또한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 산림에 도로·상하수도 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없이 산발적
개발로 난개발이 문제시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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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

제178회 임시회 2016. 5. 23. ~ 2016. 5. 25.

Q. 의원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 영호루에 대한 권영세 시장님
공약에 대한 추진현황?
A. 시장 영호루는 창건 이래 안동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고려
공민왕 이후 640여 년간 7차례나 중수(重修)되고, 복원되었을 정도로
선대부터 안동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보존하여 온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건축물임. 「영호루 복원 사업」은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현대적 활용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정서와 뜻에 부합되어야 함. 영호루 복원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호루 복원 추진위원회」와의 면담을 하였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으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사화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음.

영호루 복원은 약 4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충혼탑 현대화 사업」에
「영호루 복원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였으나, 「충혼탑 현대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쉽게도 추진되지 못했음. 현재, 건립위치 선정 등

손광영 의원
2016년 5월 25일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다수의 시민 의견 또한 구조물 변경 없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현재의 영호루를 그대로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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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안동시 낙동강 둔치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현황 관리·운영 및 관광 명소화 필요성에 대한
계획 방안?
A. 부시장

낙동강 수변공간을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된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음악분수와

백조공원(강변방사장)을 조성하였음.
음악분수는 2009년에 탈춤공원앞 낙동강 둔치에 45억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평일 1회(20시), 주말 2회(14시, 20시) 운영 중이고, 운영시간은
회당 약 20분임. 2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와 다양한 색상의 조명, 레이져와 음악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백조공원(강변방사장)은 2010년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연못, 백조집 등을 조성하였으며,
하루 200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향후 어가골 축구장 앞에 수상레저 접안시설을 조성하여
체육동호인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현장체험 등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추가 컨텐츠를 개발하여 안동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 의원 안동시 각종사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사전 심사제도 개선방안?
A 부시장 우리시는 최근 3년간 사전 심사를 통해 112억원의 절감효과를 봤음.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사전심사를 의뢰하고 있음.
향후 특수한 설계·공법과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사전심사를 검토·의뢰하는 등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나아가 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사·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에 절감사례를 전파하여 심사 전
예산낭비의 원천적인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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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특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2015·2016 의사일정
◦ 2015. 3. 2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5. 26. ~ 5. 28. 타시군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
◦ 2015. 7.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7. 1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10. 21.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2015. 12. 4.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12. 21.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016. 1. 11. 		

제1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6. 5. 10. ~ 5. 12. 타시군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 실시
◦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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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제18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2016 의사일정
◦ 2015. 4.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7. 1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7.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12. 1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5. 12. 2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4. 2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6. 6. 1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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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특별위원회 활동

| 총무위원회 |
2015 의사일정
◦ 2015. 2. 9. 		

안동시 안동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 심사

◦ 2015. 3. 27.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3건 심사

◦ 2015. 5. 15. 		

안동시 안전도시 조례안외 5건 심사

◦ 2015. 6. 1. ~ 6. 3. 비교견학(대구시 근대골목, 청도군 철가방극장, 부산시 감천마을 등)
◦ 2015. 7. 7. ~ 7.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외 4건 심사
◦ 2015. 7. 17.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4건 심사

◦ 2015. 10. 27. ~ 10. 28.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0건 심사
◦ 2015. 11. 12. ~ 11. 14. 비교견학(전주시 한옥마을,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등)
◦ 2015. 11. 17. 		

현장방문(CCTV통합관제센터, 강남어린이도서관 외)

◦ 2015. 11. 23. ~ 11. 24.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6년 업무보고
◦ 2015. 11. 25. ~ 12. 2.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5. 12. 1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8건 심사

◦ 2015. 12. 21. 		

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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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위원회 |
2016 의사일정
◦ 2016. 1. 28.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 심사

◦ 2016. 4. 5. 		

안동시 안전도시 조례안외 5건 심사

◦ 2016. 4. 25. ~ 4. 2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5건 심사

◦ 2016. 5. 2. ~ 5. 4.

비교견학(삼척시 장미공원, 강릉시 시간박물관,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등)

◦ 2016. 5. 20.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심사

◦ 2016. 6. 13. ~ 6. 1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외 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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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특별위원회 활동

| 산업건설위원회 |
2015 의사일정
◦ 2015. 2. 9.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심사

◦ 2015. 3. 27. ~ 3. 30.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4건 심사
◦ 2015. 5. 15.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심사

◦ 2015. 6. 3. ~ 6. 5. 비교견학(원주푸드종합센터,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
◦ 2015. 7. 7. ~ 7.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외 6건 심사
◦ 2015. 7. 17.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건 심사

◦ 2015. 10. 27. 		

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관리·운영 조례안외 15건 심사

◦ 2015. 10. 28.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주)류충현약용버섯, 예음터마을 등)

◦ 2015. 11. 23. ~ 11. 2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16년 업무보고
◦ 2015. 11. 25. ~ 12. 2. 산업걸설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5. 12. 1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외 5건 심사

◦ 2015. 12. 2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3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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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 |
2016 의사일정
◦ 2016. 1. 28. 		

안동시 가축사육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심사

◦ 2016. 4. 4. 		

폐회 중 안동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질의) 외 2건 보고

◦ 2016. 4. 25. ~ 4. 2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5건 심사

◦ 2016. 5. 20.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심사

◦ 2016. 5. 30. ~ 6. 1.

비교견학(충주시의회, 아침고요수목원,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등)

◦ 2016. 6. 13. ~ 6. 1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외 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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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

| 행정사무감사 결과 |

2015 행정사무감사
⊙ 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3개반 33명(의원 23, 직원 10)
⊙ 감사기간 : 2015. 11. 25. ~ 12. 2.(6일간)
⊙ 대상기관 : 본청(29), 의회사무국, 직속기관(2), 사업소(10), 읍면동(4), 시설관리공단
⊙ 감사 지적·건의사항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

촉구

건의

계

476

36

241

199

4

의회사무국

1

의회사무국

계

22

계

103

계

118

실·단

4

실·단

36

실·단

30

문화복지국

4

문화복지국

35

문화복지국

37

경제산업국

0

경제산업국

10

경제산업국

10

보건소

1

보건소

16

보건소

15

사업소

13

사업소

0

사업소

21

면·동

0

면·동

6

면·동

5

계

30

계

124

계

79

문화복지국

4

문화복지국

25

문화복지국

7

경제산업국

11

경제산업국

22

경제산업국

15

도시건설국

9

도시건설국

45

도시건설국

27

의회운영위원회

총 무 위 원 회

산업건설위원회

243

의회사무국

2

233
농업기술센터

2 농업기술센터

13 농업기술센터

11

사업소

1

사업소

7

사업소

5

면·동

1

면·동

7

면·동

9

시설관리공단

200

1

비고

2 시설관리공단

5 시설관리공단

5

ANDONG CITY COUNCIL

의정활동
단신

2015 의정활동 단신
2016 의정활동 단신

201

의정활동

단신

2015 일출봉 해맞이행사 참석

안동민속박물관 야외 일원에서 열린 안동 석빙고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월 1일(목)

장빙제 행사에 참석하여 안동 석빙고 장빙제가

오전 7시 녹전면 일출봉에서 시장, 지역국회의원,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기관 단체장,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

2015년 해맞이행사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와 함께

즐기고 더 깊은 애향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축제의

시민들의 건강과 희망찬 행복 안동을 기원했다.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 충혼탑 참배

제1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3년 1월 2일(금)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오전 7시 30분 정하동 소재 충혼탑 현장에서 시장을

2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68회 안동시의회

비롯한 간부 공무원,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참배하고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순국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다.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2015년 신년 인사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1월 6일(화)

2월 11일 오후 2시 경안신육원(정상동)과 아름다운

오전 11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리첼호텔에서

마을(임하면 오대리)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과 함께

안동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안동시 상공인들과 각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기관 단체장 등 400여명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인사말씀과 함께 시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가득 넘치고 안동이 역동적인 변화의 물길을

2월 13일 오후 2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타고 창조경제로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해지기를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시장에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2015 안동암산얼음축제 개막식 참석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참석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월 10일(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오후 1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에서 개최된

2월 24일 오후 3시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2015 안동암산얼음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광복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축제를 통해 겨울철

7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다양한 전통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축하하고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했다.

2015 안동 석빙고 장빙제

제94주년 3.1절 기념행사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월 10일(토)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2월 28일(토)

낮 12시 30분부터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와

오후 6시 웅부공원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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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독립유공자,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있는 토론을 했다.

가운데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애국
출발해 안동역, 안동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횃불만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북지사협의회장
이·취임식

운동 재현 시가행진을 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웅부공원을

3월 23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대한

2015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참석

적십자사 봉사회 경북지사협의회장 이·취임식에

김한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3월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5일(목) 오후 1시 30분 낙동강변 둔치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제16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지신밟기, 윷놀이, 팔씨름,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5년 3월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의 장을 함께 했으며,

2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69회 안동시의회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액운을 쫓고 시민들의 건강과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안녕을 기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통합성공 다짐행사

김한규 의장은 2015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30차 경북시군

3월 27일 오후 1시 20분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개최되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통합성공 다짐

설립 등 지방자치발전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행사의

논의의 장을 가졌다.

성공을 기원했다.

경북 생강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정기총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4월 2일(목)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오전 11시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성균관유도회

개최되는 경북 생강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경북본부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강이 지역

축하의 뜻을 전하고, 경북의 정신문화가 한국의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후진들을 잘 지도해

것을 당부한다.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개소식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는 2015년 3월 19일(목) 오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2시 안동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간담회를

4월 3일(금) 오전 10시 영상정보센터에서 개최되는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안동 시민의

듣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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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물포럼기념센터 개관행사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경북북부지역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미래발전전략포럼에 참석하여 지역발전방안을

4월 10일 오후 4시 물포럼센터에서 열리는 2015

논의했다.

세계물포럼기념센터 개관행사에 참석하여 물교육
중심도시로의 위상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SK플라즈마(주) 안동 혈액제 공장 기공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2015년 춘계 영농강습회

5월 7일 오후 2시 SK케미칼(주) 안동백신공장에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열리는 SK플라즈마(주) 안동 혈액제 공장 기공식에

4월 21일 오후 2시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주최하는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15년 춘계 영농강습회에 참석하여 안동사과
명성에 걸맞는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경북도민체전 안동시 선수단 결단식

것을 당부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5월 8일 오후 3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리는 경북도민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체전 안동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임원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선수단을 격려하고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4월 22일 오전 11시 풍천면 병산서원에서 열리는

보여주길 당부했다.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의원은 2015년

제13회 여성민속한마당 행사

5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원전체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4월 25일 오후 1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제13회

설명을 듣고 주민불편사항에 해소와 지역발전을

여성민속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전하고 전통문화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32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5월 13일 오후

제11회 안동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2시 30분 울릉군의회에서 개최되는 경북시군의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4월 30일 오전 11시 탈춤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1회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성숙한

제10회 효사랑잔치 기념식 및 축하공연

사회로 거듭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유교랜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경북북부지역 미래발전전략포럼

효사랑잔치 기념식에 참석하여 소외된 어른들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5월 6일 오후

위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웠다.

204

2015

제17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 영양군의회에서 개최되는 경북시군의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의원은 2015년 5월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1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70회 임시회를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HMD용 VR콘텐츠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제10회 안동시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6월 15일 오후 4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옥연정사 가상현실

5월 15일 오전 10시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콘텐츠를 감상했다.

개최되는 HMD용 VR콘텐츠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에

안동시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2015년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의용대가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6월 23일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2/4분기
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안보와

안동시의회 의원 회기중 신도청 소재지 현장 방문

현안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5월 21일 오전 10시 신도청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의원전체 간담회

선발대로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 전체는 2015년

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6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원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전통공예전시 개막식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제171회 안동시의회(정례회) 개회

전통공예전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5년 7월
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1회 정례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개막식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으로 2014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5월 29일 오전 10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하고 서로
공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119 발대식

기회가 되길 당부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7월 9일 오전 11시 풍천병산들에서 개최되는 무인

제232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헬기 병해충방제 119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6월 11일 오전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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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국 내방가사 경창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7월 22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오전 10시 30분 호텔금오산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7월 14일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에 참석하여 지역간의

제19회 전국 내방가사 경창대회에 참석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여성들의 진솔한 감정을 엿볼수 있는 ‘내방가사’를

되자고 했다.

계승·발전시켜 주길 당부했다.

제81주년 소방의 날 행사
제17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7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5년 7월

23일 오전 11시 용정교 북단에서 열리는 제81주년

1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72회 임시회를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위한 수호천사와

개회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2015 제2회 일반 및

행복 파수꾼의 역할을 해 줄 것을 한번 더 당부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제12회 안동풋굿축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임하면 오대리 대흥마을 시내버스 개통식

7월 24일 오전 10시 와룡농협에서 열리는 제12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5년 7월

안동풋굿축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일 오후 4시 임하면 오대리 대흥마을 시내버스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개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줄 것을 당부했다.

기쁨을 함께 했다.

바르게살기 다문화 사랑나눔행사
안동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7월 28일 오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0시 50분 안동체육관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

7월 21일 오전 10시 안동농협에서 열리는 안동농협

다문화 사랑나눔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그 간 열정을 불태운

조화와 사랑으로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다함께

수료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격려했다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 참석

2015 신도청맞이 시민화합 용선대회

김근환 의장은 2013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충북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청원군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8월 8일 오후 1시 안동보조댐에서 개최되는 2015

시도대표 회의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신도청맞이 시민화합 용선대회에 참석하여 양보하고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배려하는 성숙된 신도청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시도별 협의회장과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준공식
경상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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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오후 2시 안동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리는

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약산홍은사에서 개최되는

준공식에 참석하여 문화·복지공간으로 시민들의

제4회 효사랑 산사음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나눔과

말했다.

섬김’ 자세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다가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발대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동안동농협 경매식 집하장 개장식

8월 13일 오후 2시 근로자복지관에서 개최되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8월 31일 오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발대식에

10시 30분 동안동농협에서 개최되는 동안동농협

참석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경매식 집하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우수한 농산물들이 좋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기공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제7회 안동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상북도 독립운동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기공식에 참석하여 역사적으로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어가골주차장에서 개최되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자긍심을

제7회 안동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참석하여

살리고 건전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 고취의

“동호인 간 팀워크를 다지고 건강과 생활체육

계기가 되자고 했다.

활성화를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경상북도 유림 서예대전

안동시 산악체전 및 안동시장배 산악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8월 19일 오전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9월 6일 오전 10시 도산구곡에서 개최되는 안동시

열리는 제6회 경상북도 유림 서예대전에 참석하여

산악체전 및 안동시장배 산악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훌륭하고 품격있는 작품 전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대회를 통하여 멋진 추억도 만들고 좋은 경치 속에서

표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남선면 소하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8월 20일 오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5년 9월

9시 울릉군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7일 오후 2시 남선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남선면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소하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수해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예방과 소하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소하천의
친수기능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제4회 효사랑 산사음악회 참석

도움이 되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되도록 지원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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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동한지축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9월 24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오후 1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육군

9월 18일 오후 2시 한지축제장에서 개최되는

제3260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

2015 안동한지축제에 참석하여 “한지 용도가 점점

들을 격려하고 조국수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넓어지고 있는 이때 안동한지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당부했다.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서포터즈 발대식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5 및 제44회
안동민속축제 개막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9월 18일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2015년 9월 25일 오후7시 탈춤공원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여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5 및 제44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참가국 선수단에게 친절과

안동민속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봉사로 감동을 주고, 우리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흥겨운

돕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마당을 펼치자고 말했다.

제5회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축제

안동차전놀이 정기발표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5년

9월 18일 오전 11시 서부시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축제에 참석하여 “시민 모두가

안동차전놀이 정기발표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단골이 되고, 싸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격려하고 시연을 관람했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연염색 패션쇼 참석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9월 21일

9월 28일 오후 5시 30분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오전 11시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235차 경북시

자연염색 패션쇼에 참석하여 축하인사와 함께

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패션쇼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향사례 참석
제2회 한중 유교-인문교류 컨퍼런스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9월 29일 오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시 웅부공원에서 개최되는 향사례에 참석하여

9월 23일 오전 10시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민속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한중 유교-인문교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아름다운 덕행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격려했다.

민속놀이 한마당 참석
안동수요회 추석맞이 군부대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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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9월 30일 오전

2015

참석하여 민속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풍속을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준공 기념행사
참석

바로잡고 아름다운 덕행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1시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민속놀이 한마당에

10월 8일 오후 4시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15 친환경 농산물 홍보행사 참석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준공 기념행사에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역산학발전의

10월 1일 12시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2015

토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와
함께 우리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널리

제6회 경북신장장애인 복지대회 참석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용상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제6회 경북신장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하여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2015년 10월 2일 오전 9시 50분 탈춤공원에서

이어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이 평등이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앞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노후생활안정과 활기차고 존경받는 노년구현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2015 세계청년유림대회 참석

밝혔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참석

개최되는 2015 세계청년유림대회에 참석하여 인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유교의 참다운 정신을

10월 3일 오전 11시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되는

지구촌에 보급하고 발전시켜나가자고 역설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농업인들을 대변하며

2015 경상북도-안동시 취업한마당 참석

선진농업을 정착시키고 농업 발전에 앞장 서 오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경영인들의 노고를 치하 한다며 현실에 맞는

10월 22일 오후 2시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5 경상북도-안동시 취업한마당에 참석하여

말했다.

취업한마당울 확대 운영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부인안동장씨 추모 여성휘호대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2015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참석

10월 4일 오후 3시 안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정부인안동장씨 추모 여성휘호대회에 참석하여

10월 23일 오후 2시 고령문화누리에서 개최되는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의

2015 경상북도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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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단신

제1회 신도청맞이 도민한마음 걷기대회 참석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안동체육관에서 개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되는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신도청 대동마당에서

애국지사 및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개최되는 제1회 신도청 맞이 도민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체의원간담회 참석

명품 신도청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11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체의원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5년 10월

사항을 보고받고 지역발전방안을 토론했다.

2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질문,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임하 오대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5년 11월

강남장터 및 국화전시회

19일 오후 2시 임하면 오대2리 노인회관에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개최되는 오대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

10월 30일 오전 10시 강남동사무소 앞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강남장터 및 국화전시회에 참가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흥저수지 담수식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서후 봉정사 국화축제

11월 20일 오전 11시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저수지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10월 31일

담수식에 참석하여 선도적인 한해대책을 주문했다.

오후 2시 봉정사주차장에서 개최되는 2015 서후
봉정사 국화축제에 참가하여 이번 축제를 계기로

2015 안동시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석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고 도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11월 21일 오전 11시 웅부공원에서 열리는 2015

다하자고 말했다.

안동시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호국영령 추모제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길안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식 참석

11월 16일 오전 11시 충혼탑에서 개최되는 호국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영령 추모제에 참석하여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11월 23일 오후 2시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는

희생정신을 높이 치하했다.

길안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가장 모범적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폭을 넓히고 사업성과를 높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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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도청신도시-안동-예천간 상생발전방안
심포지엄 참석

201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하여 우리사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수 있도록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11월 24일 오후 3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석구석에 따뜻함이 번져 모두가 행복한 겨울이 될

열리는 도청신도시-안동-예천간 상생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도청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사랑의 헌옷모의기 운동

뿐만아니라 안동-예천이 함께 상생할 수 방안을 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같이 강구하자고 역설했다.

12월 4일 오전 10시 낙동강둔치에서 열리는 사랑의
헌옷모으기 운동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15년도 제8기 안동시 농업대학 수료식 참석

더 많은 시민들이 사랑의 헌옷모으기 운동에 관심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25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참석하여 1년간 농업대학에서 열심히 배운 전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가족 행복플러스
페스티벌

지식으로 지역사회와 안동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2월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5일 오후 5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유은 복지재단

2015년도 제8기 안동시 농업대학 수료식에

나눔공동체가족 행복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201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26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201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하여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경연무대의 의미를 넘어서 주민자치센터 간 경험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정보교류를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문화의거리에서 열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여기에 세워진 성탄
트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안동시 한글배달교실 수료식 참석

따뜻한 사랑의 빛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한글배달교실 수료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더 많은

2015 어르신문화일자리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참석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2월 7일 오후 2시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2015

11월 27일 오전 11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안동시

어르신문화일자리프로그램 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 만큼 어르신들 일자리

12월 1일 오전 8시 30분 시청현관에서 열리는 희망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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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학교-진명학교 안동시큐리티-크리닝
개관식 참석

제54회 경북도민체전 TF팀 사무실 개소식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영명학교에서 열리는 영명하교-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진명학교 안동시큐리티-크리닝 개관식에 참석하여

제54회 경북도민체전 TF팀 사무실 개소식에

이번 개관식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교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졸업 이후 진로설계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희망2016 나눔캠페인&나눔콘서트 사랑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안동시 전문건설협의회 송년의 밤 참석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 M컨벤션에서 열리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희망2016 나눔캠페인&나눔콘서트 사랑에 참석하여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안동시 전문건설협의회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꿋꿋하게 건설현장을 지켜준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인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준 건설가족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동세무서 신축청사 준공식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2015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

12월 16일 오후 3시 안동세무서에서 열리는 안동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세무서 신축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어려움을 겪고

12월 11일 오전 11시 문화의거리에서 열리는 2015년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하여 비록 날씨는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춥겠지만 사랑의 종소리를 듣거나 빨간 자선냄비를
보는 시민들이 조금씩 도와주신다면 어려운 이웃들도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 참석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선냄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모금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12월 17일 오후 2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에 참석하여 한

제6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음악회
참석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관심과 사랑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12월 13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6회

달라고 전했다.

보내주신 후원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음악회에 참석하여
연말을 앞둔 이 시점에 오늘의 신명 나눔 음악회는

제174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원융과 조화 그리고 화합의 열쇠인 음악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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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상담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구직활동의

열리는 제174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 제야의 타종행사 참석
김한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12월 31일

한국생명과학고 총동창회 2015 송년의 밤
참석

23시 30분부터 웅부공원 시민의 종 종각주변에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5년 12월

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2015 제야의

19일 오후 6시 M컨벤션에서 열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타종행사에 참석하여 신년 메시지와 함께 새해를

총동창회 2015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한국생명

알리는 타종을 하고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희망찬

과학고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주신

새해를 맞이하였다.

시장, 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5년 12월 21일 1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제17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5년
12월 23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17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개소식 참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5년
12월 29일 오전 11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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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일출봉 해맞이행사 참석

1월 10일 오후 3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불기 2559년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1월 1일

성도재일 대법회에 참석하여 불교의 진리에서 보면

오전 7시 녹전면 일출봉에서 시장, 지역 국회의원,

나와 남, 이웃과 지역사회는 한 몸이며, 나눔은 곧

기관 단체장,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불교의 실천이라며, 이번 성도 재일 대법회를 통해

2016년 해맞이행사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와 함께

나눔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병신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희망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복 안동을 기원했다.

경북지방경찰청장 신년인사회
2016 충혼탑 참배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월 13일 시장실

김한규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1월 2일 오전

에서 열린 경북지방경찰청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7시 정하동 소재 충혼탑 현장에서 시장을 비롯한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당부했다.

간부 공무원,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참배하고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순국 선열과

2016년 제1차 안동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6년
1월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6년 처음

2016년 신년 인사회

개최되는 의원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

김한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6년 1월 5일

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오전 11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리첼호텔에서

토론을 했다.

안동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안동시 상공인들과 각
기관단체장등 400여명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제1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6년 1월

인사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가정마다

22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76회 안동시의회

행복이 가득 넘치고 안동이 역동적인 변화의 물길을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타고 창조경제로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해지기를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희망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판매행사
박약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6년 1월 6일

1월 26일 오전 9시 30분 시청현관에서 열리는

오전 11시 20분 안동회관에서 열린 박약회 정기총회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판매행사에 참석하여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희망찬 병신년(丙申年)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밝혀

맞아 박약회의 번영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서민경제에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누리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상품권 구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기2559년 성도재일 대법회

제54회 경북도민체전 D-100일 점등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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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오후 5시 30분 시청전정에서 열리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제54회 경북도민체전 D-100일 점등식에 참석하여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2월 24일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경북도민의 화합과

오전 11시 칠곡군의회에서 열리는 경북시군의회

안동시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주는 대회가 되도록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축제관광재단 정기 이사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1월 29일 오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2월 25일 오후

11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2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축제관광재단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안동수요회 상임위원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2월 3일 오후 2시

안동청년유도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

시청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안동수요회 상임위원회에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참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안동청년유도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안동시와 안동청년유도회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월 4일 오전 11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신시장에서

제97주년 3·1절 재현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 웅부공원에서 개최되는 제97주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3·1절 재현행사에 참석하여 제97주년 3·1절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맞이하여 선열들의 위업과 독립정신을 계승하자고

2월 22일 오후 2시 낙동강둔치에서 열리는

말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의 안녕과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정기총회

되기를 기원했다.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4년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성균관유도회

2016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

안동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한국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후진들을 잘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6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신도청시대를 맞아 경북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안동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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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성소병원에서 열린 안동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3월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새해에도 행정의

18일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대한노인회

최일선에서 민·관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동시지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노인복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것을 당부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한국국학진흥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3월 22일 오후 2시 물포럼기념센터에서 개최되는

3월 7일 오전 11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물의 소중함과 물

한국국학진흥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절약 실천의지를 다졌다.

축하의 뜻과 함께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2016년도 정기총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행정지도선 진수식

3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안동회관에서 열리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2016년도 정기총회에

3월 8일 오전 10시 석동선착장에서 열린 행정지도선

참석해 바른 가정 문화와 효사상 정립을 위해 힘쓰고

진수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법유도선

있는 유도회 회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속과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3월 24일

제9기 안동시 농업대학 입학식

오전 11시 영덕군의회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3월 9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기

발전과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 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안동농업을 선도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최고전문농업경영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3월 25일 오전 10시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서해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잊지

3월 17일 오후 2시 임하 금소리 마을회관에서

말자고 말했다.

열린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동포가 잘 전승되고 고급화되도록

제30기 안동농협 여성대학 및 원로대학 개강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KBS공개홀에서 개최되는 제30기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제37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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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여성대학 및 원로대학 개강에 참석하여

2016

교육 수료 후 가정의 행복은 물론 안동발전을 위한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봉사자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안동시 안전교육체험장 개소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3월 30일 오후 2시 낙동강 생태학습관에서 개최되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4월 19일 오전

안동시 안전교육체험장 개소식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장

9시 울릉군의회에서 개최되는 전국시군자치구

개소를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자치구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전 D-30일 준비상황 보고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안동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4월 6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4월

제54회 경북도민체전 D-30일 준비상황 보고회에

22일 오전 11시 탈춤공연장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경북도민의 화합과

기념식 및 안동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하여

안동시의 위상을 높이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오늘의 행사가 장애인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준비를 당부했다.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신한은행 안동지점 100주년 기념행사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4월 7일 오전 10시 낙동강둔치에서 열린 2016 나무

4월 22일 오후 5시 신한은행에서 열리는 신한은행

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동지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나무를 심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터전과 소중한 미래를 물려주자고 말했다.

주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개원25주년 기념행사

경북도민체전 성화 채화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5월 4일 오전

4월 15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9시 학가산 국사봉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성화

안동시의회 개원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채화식에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기초를 다진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숙된 안동시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6 안전영농-풍년기원 통수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안동시의회 의원간담회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호민저수지에서 열린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은 2016년

2016 안전영농-풍년기원 통수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4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들을 격려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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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대회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2016년 5월 13일 오후 6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상시적으로 유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안동시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제17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폐회

안동시의회 의원간담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6년

5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8회

5월 16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개막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제2회 임하면 효잔치

5월 27일 오전 10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개막식에 참석하여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임하복지회관에서 개최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는

되는 제2회 임하면 효잔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정신적 가치를 모색해 경쟁과 소유에서 화해와

격려했다.

공유의 삶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제17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개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5월 31일 오전

5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78회 안동시

11시 영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경북시군의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경북 도내
시군의회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동지사 일일명예지사장
민원체험

서구동 복지회관 개관식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5월 24일 오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안동지사에서 주요업무와

6월 2일 오전 10시 서구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공단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방문고객을

서구동 복지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복지와

맞아 민원을 처리하는 등 현장 활동에 임했다.

노인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4분기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5월 26일

예안~청기간도로 확포장공사 기공식

오전 11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4분기 안동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016년 6월 2일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오후 3시 영양군 청기면에서 열리는 예안~청기간

218

2016

도로 확포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6월 17일 오전 10시 풍산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격려하며 이 구간 도로가 조기 개통되면 도로

풍산읍민 화합한마당에 참석하여 마을간 경쟁보다는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6회 안동풍년민속단오제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2016 단오고객 감사축제

6월 9일 오전 10시 길안면 새마을공원에서 개최되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제26회 안동풍년민속단오제에 참석하여 단오제의

6월 17일 오전 11시 중앙신시장에서 열리는 2016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고,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단오고객 감사축제에 참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자고 말했다.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한마음 대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제9회 스위스학교

6월 10일 오전 10시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농촌지도자·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한마음대회에

6월 21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9회

참석하여 회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행복한

스위스학교에 참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제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안동라이온스클럽 창립50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 축하 KBS 열린음악회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6월 10일 오후 6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6월 21일 오후 7시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리는

안동라이온스클럽 창립50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 축하 KBS 열린음악회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사랑과 봉사라는 구호 아래

참석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수요회 상반기 정기회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은 2016년 6월 15일
오전 11시 묵향에서 열리는 안동수요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풍산읍민 화합한마당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과 다수 의원들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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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 영호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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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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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222

1월 28일

경북도민일보

FTA대응전략 제시 등 지역농업발전 앞장

2월 4일

경안일보

안동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

2월 12일

경북매일

안동대 의과대학 반드시 설립 북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해야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2월 26일

매일신문

2,700억 국책사업 청송 성덕댐 ‘텅텅’

3월 16일

영남일보

경북 시·군의장協 안동대 의대설립 촉구

3월 30일

경상매일신문

“안동·예천 상생발전, 공동체 의식 필요”

223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224

4월 3일

시대일보

낙동강 상류 중금속으로 오염 대책 촉구

4월 3일

NEWS1

안동시의회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공모 철회하라”

4월 6일

경안일보

남윤찬 안동시의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조례 발의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5월 11일

대경일보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안동 만들 터”

5월 19일

NEWS1

안동시의회, 동부터미널·상가타운 조성 촉구

5월 20일

경북일보

이재갑 의원, 3대 문화권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주문

225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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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경상투데이

5월 22일

매일일보

6월 17일

경상매일신문

권남희 의원, 권역별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촉구
제1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안동시의회 “근본적인 가뭄대책 필요”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7월 16일

NEWS1

7월 16일

경상투데이

8월 11일

대구광역일보

권남희 안동시의원,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
손광영 안동시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발의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인터뷰

227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228

8월 27일

영남일보

이재갑 안동시의원 제4차 지역균형발전 합동토론회

9월 23일

경북일보

경북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후 선산재활원 위문

9월 24일

경안일보

안동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9월 25일

대경일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특별기고

9월 25일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시장 상인들에 꿈·희망 주는 따뜻한 명절 조성 ‘앞장’

10월 30일

경안일보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 현장 방문

229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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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경북매일

11월 6일

경북도민일보

11월 10일

경안일보

제17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안동시의회, 지역 농·특산물 홍보
권광택 안동시의원 교육 현실·과제 지적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11월 13일

경북일보

안동시의회 농촌일손돕기

11월 18일

경북도민일보

안동시의회, 발로 뛰는 의정활동 ‘눈길’

11월 25일

경상매일신문

예결특위위원장에 권남희 의원

231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11월 27일

매일일보

11월 30일

대구영남매일

안동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

경북도민일보

권기탁 안동시의원, 심포지엄서 신도시 포함 3대축 성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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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상임위별 2015 행정사무감사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12월 4일

경안일보

예산결산특별委, 새해 예산 사업비 편성 적정성 등 꼼꼼히 점검

12월 22일

대구신문

김대일 의원 5분 발언 “시민 합의기구 만들어 도단위 기관 유치 노력을”

12월 23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세입·세출예산 264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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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5

12월 28일

경상매일신문

12월 28일

신아일보

234

안동시의회, 한스타일 세계화에 앞장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특별기고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1월 5일

경상투데이

“신도청시대 맞아 창조안동의 진가 발휘할 것”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신년사

1월 25일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본격 돌입

2월 1일

경북매일

김한규 안동시의장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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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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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경안일보

손광영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관한 조례 제정

2월 5일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재래시장·복지시설 방문

2월 5일

대구신문

“아름다운 정이 가득한 설날을 기다리며”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기고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2월 5일

NEWS1

정훈선 의원 ‘경북 의정봉사대상’ 수상

2월 25일

경북도민일보

안동시의회, 경북도의회 신청사 방문

3월 2일

경상매일

신도청 시내버스 운행 중단…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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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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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대구일보

3월 25일

경상투데이

4월 1일

경상매일신문

시민의 신명나는 삶 만드는 ‘민생의회’…신도청 시대 이끌어갈 준비완료
안동시의회 “17만 시민 행복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물산업 6차산업화 위한 지원방안 제시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4월 6일

경상투데이

4월 29일

경상매일신문

5월 3일

경상투데이

안동시의회 산업건설委 폐회중 개회 ‘시민불편 해소’
안동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8천746억원 심의
김백현 의원, 안동 경북바이오 2차 산단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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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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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경북도민일보

김경도 의원 ‘세계적 관광도시 성장 위한 방안’ 시정 질문

5월 25일

영남일보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5월 30일

경북매일신문

준공 앞둔 장사문화공원 적자해결 대책 추궁

언론이 바라본 의정활동 2016

5월 31일

대구신문

권남희 의원, 안동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근거 마련

6월 13일

경안일보

손광영 의원, 미래 발전 대안 제시

6월 22일

경상투데이

이재갑 의원, 스위스학교 개최

6월 24일

헤럴드경제

권기탁 의원, 경북도개발공사에 강제이장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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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제13호 의회보 발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원고를 보내 주신 동료 의원님,
대학교수님, 공무원, 그리고 각계 인사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25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모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님들의 활동상과 의원논단 및 제언,
특별기고, 자유기고 등을 담아 보다 다양하게 편집하였습니다.

편집위원

살기좋은 행복안동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는

위원장 김 대 일 부의장

동료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한정된 지면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위원

최대한 집약하였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동료 의원님의 다양한

정 훈 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견을 반영하여 안동시의회가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봉사하는

권 광 택 총무위원회위원장
권 기 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열린 의회임을 투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권 남 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 경 도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제13호 의회보 발간을 계기로 안동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명품

김 호 석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신도청시대 선진의회로 도약하는데 알차고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김 재 교 의회사무국장

바라며, 안동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3호 안동시 의회보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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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떠나는 여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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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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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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산서원 |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사적 제260호)
풍산현에 있던 것을 서애 류성룡이 선조 5년(1572)에
후학 양성을 위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후 광해군
6년(1614)에 서애 류성룡의 업적과 학덕을 추모하는
유림에서 사묘를 짓고 향사하기 시작하면서 명문
서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회마을에서 화산을 넘어
낙동강이 감도는 바위 벼랑을 마주보며 서 있는
병산서원은 그 절묘한 경치와 뛰어난 건축물로
유명하고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서원으로도 유명하다.
www.byeong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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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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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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전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웅전, 화엄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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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ongjeong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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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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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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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의 회
열 린 의 회
능동적인의회

안동시의회
http://council.and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