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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man’s message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의 역사를 기록한「금천의정」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김두성입니다.

제6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여의 시간이 흘 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금천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금천구의회는‘구민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낮은 곳을 살피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 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금천구

의회는 오직 금천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금천구의회가 하는 일과 2012년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금천의정」을 발간하 습니다. 금천구

의회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구민께 보여 드림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금천의정」이 금천구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우리 금천구의회가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길 소망합니다. 「금천의정」이

발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금천구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리며, 20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후반기도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의 의회입니다.

의회가 잘못하는 부분에 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주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해서는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전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02. 

금천구의회 의장

김 두 성

한우물(사적 제343호)

용보(�洑)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가뭄때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시에는 군용에 비하 다. 

정확한 축조연 는 알수 없으나 삼국시 에 최초로 만들어 졌으며 조선초기에 다시 만들어졌다.



Dear Geumcheon people!  
Today, I present to you the history of Geumcheon-gu council
"Geumcheon Parliamentary Politics". 

I am, Doo-Sung Kim, the chairman of Geumcheon-gu council. It has been already 2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6th Geumcheon-gu counci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ow my sincere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my fellow
Geumcheon-gu people who have shown interest and affection to Geumcheon-gu council for the
last 2 years.

Geumcheon-gu council, with the goal of “Engage together for the Geumcheon people”, have come
this far aiming to look after those who need our support and aspire for the better. We have also
tried to overcome pending issues and concerns of our district and tried to realize the true value of a
local council with the will of the people. We will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welfare infrastructure
to enhance and promote th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of Geumcheon-gu people for the remaining
of our term. We have published the  “Geumcheon Parliamentary Politics” to share with you what
we do and what we achieved in 2012.

In doing so, we hope to come closer to you by showing you the history of
Geumcheon-gu council. I would wish “Geumcheon Parliamentary Politics” links
between Geumcheon people and Geumcheon-gu council acting as a
communication medium. We thank you all who have shown great interest
and supported us for bringing “Geumcheon Parliamentary Politics” to you.

Geumcheon-gu council is YOURS
We welcome your advice and guidance where you see necessary, and
we will definitely appreciate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We will
never forget the first day of our office and will keep working harder to go
further and beyond.

Best Wishes 

Feburuary 2013. 

Geumcheon Council Chairman  

Doo-Sung Kim

GEUMCHEON-GU

발간사 TThhee cchhaaiirrmmaann’’ss mmeessssaaggee

금금천천의의회회보보

제제1144호호

구구민민여여러러분분과과 함함께께 하하는는 의의회회,,

살살맛맛나나는는 금금천천구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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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 CCoouunncciilloorrss’’ccooddee ooff eetthhiiccss

““지지방방자자치치 시시 의의 정정착착을을 위위하하여여””

민민주주주주의의의의 시시 적적 사사명명을을 띠띠고고 선선출출된된 우우리리 금금천천구구의의회회 의의원원들들은은 구구민민의의 표표로로서서 양양심심에에 따따라라 그그 직직무무를를 성성실실히히

수수행행하하여여 구구민민으으로로부부터터 신신뢰뢰를를 받받을을 수수 있있도도록록 준준수수하하여여야야 할할 윤윤리리강강령령을을 다다음음과과 같같이이 밝밝힌힌다다..

11 __ 구민의 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변한다.

22 __ 구민을위한봉사자로서구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복리증진을위하여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며, 사익을추구하지아니한다.

33 __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4 __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

토를 조성한다.

55 __ 구민의 책임 있는 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을 진다.

금금천천구구 의의회회 의의원원 일일동동

“For the full local autonomy”

All councilors of the Geumcheon-gu Council elected to uphold the cherished values of democracy, fulfill their duty with conscience and
sincerity as the representative of all district residents. The Geumcheon-gu council proposes the following code of ethics for its councilors.

1_ Councilors, as the representatives of all district residents, must diligently represent citizens opinions by observing the proprieties and cultivating their
characters.

2_ Councilors, as volunteers for the residents, must guarantee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residents and strive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in
fulfilling their duty.

3_ Councilors, as the faithful public servants and austere model for others, must not promote illicit gains or try to exercise an unlawrul influence in the
course of executing their duty.

4_ Councilors, as a member of the council, must guarantee equal opportunity to resolve problems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s and develop a sound
legislative climate.

5_ Councilors, as the spokesperson of all district residents, must take reponsibility in public and private activities relating legislative activities.

Councilors of Geumcheon-gu Council

G E U M C H E O N - G U   C O U N C I L



GEUMCHEON-GU 금금천천의의회회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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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 상징 SSyymmbboollss ooff GGeeuummcchheeoonn--gguu

■ 금천구 심볼 (The emblem of Geumcheon)

■ 금천구 BI-도시브랜드 (Geumcheon-gu BI ) ■ 색-청색 (Color og Geumcheon Blue)

■ 새-까치 (The bird of Geumcheon-Korean Magpie) ■ 나무-은행나무 (The tree of Geumcheon-Ginkgo) ■ 꽃-진달래 (The flower of Geumcheon-Azalea)

■ 캐릭터-금나래 (The mascot of Geumcheon)

활짝핀 진달래 꽃의 형상을 표현 (An azalea in full bloom)

친환경 지향 (Orientation for eco-friendllness)

최첨단 IT산업을 의미 (Cutting-edge IT industrry)

첨단산업과 패션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로봇요정을 형상화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우면서 활기찬 이미지로 금천의 미래비전 제시

Personifying a robot nymph  friendly, favorable and vital character of 
Geumcheon, representing Geumcheon-gu's high-tech and fashion
industries, and suggesting its future vision

우리생활 주변에 서식하면서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온길조로아침에집앞에와서울면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It lives around us and is regarded as a lucky 
sign in Korean. There is a common saying that 
if a Korean magpie comes into someone's 
house in the morning. the host will have a good 
vistor that day

공해에 강하며 장수하는 나무로서 우리 관내
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3그루가 있으며, 예로
부터『은행 나무 고을』로 통했다

It is strong against pollution. Geumcheon has 
three old big ginkgo trees, so it has been known 
as 'the town of gikgo trees' since olden times.

이른 봄에 화사한 분홍빛 꽃을 피우는 사랑
받는 꽃으로서 호암산 일 에 많이 피고 있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꽃이다

They Blossm in the early spring. and are loved 
by people. They live around Hoam moutain. 
so they are very close to us.

솔솔라라블블루루 ((SSoollaarr BBlluuee))

태양 광선처럼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는 도시 금천

스스위위트트 오오렌렌지지 ((SSwweeeett OOrraannggee)) 

도시에 한 만족감과 행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도시 금천

샤샤이이닝닝 블블루루 ((SShhiinniinngg BBlluuee))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도시 금천

심심포포니니 그그린린 ((SSyymmpphhoonnyy GGrreeeenn))

청정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추구하며 상생하는 도시 금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도시 금천을 상징

It stands for Geumcheon which realizes upalizes upright transparent ci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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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1
구정 현황

1. 금천의 유래

서서울울 서서남남권권의의 중중심심지지로로 발발돋돋움움하하는는 금금천천구구는는 예예로로부부터터 경경기기지지역역의의 중중심심지지로로 자자리리 잡잡아아 온온 유유서서 깊깊은은 고고장장이이다다..

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삼국시 에는 백제가 다스렸다고 하나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고, 4세기말부터 고구려의 토로 편입되어 잉벌

노현(仍伐奴縣)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잉벌노란 '뻗어나가는 땅 또는 '넓은 들'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이후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경덕왕 16년(757년)에 곡양현(穀壤縣)으로 개명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고려시 에 들어서는 태조23년(940년)에 금주(衿州)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옷깃 금(衿)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시 에는 줄곧 금주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13년(1413년)에 금천현(衿川縣)으로 개칭되었다. 금천현이란 이름은 이후 정조

19년(1795년) 시흥현(始興縣)으로 변경될 때까지 380여년간 불리워 졌다.

조선 정조 19년(1795년)에 시흥현(始興縣)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895년에 시흥군(始興郡)으로 승격되었는데 관할구역은

지금의 금천구와 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및 안양시와 광명시의 일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구청은 지금의 시흥5동

지역에 있었다. 1963년에는 등포구에서 1980년에는 구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금천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이어

1995년 3월 1일 독산동 및 시흥동지역 전역과 가리봉동 일부 지역이 가산동으로 명칭을 변경, 금천구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The origin of Geumcheon

Geumcheon has a long and interesting history behind it. Geumcheon was one of the centers of Gyeonggi Province in
traditional Korea and now is emerging as a center of Seoul's southwestern area. 

The current Geumcheon-gu probably belonged to the Baekje Kingdom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lthough this assumption is
not documented.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this area was incorporated into Goguryeo and was then called Ingbeolno-hyeon
Ingbeolno meaning "expanding land or great plain. " This name was used until it was renamed as Gokyang-hyeon in A.D. 757, or the
16th year of the reign of Unified Shilla's King Gyeongdeok.

Its name was changed once more in A.D. 940 (2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Goryeo Dynasty) to Geumju. Since then, this
area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 for Geum that means collar.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its name remained the
same and in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the Josen Dynasty King Taejong (A.D. 1413), it was renamed Geumcheon-hyeon. This name
was used for 380 years until 1795 (1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when Geumcheon-hyeon became Siheung-hyeon.

As stated above, Geumcheon-hyeon became Siheung-hyeon in the 1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1795). In 1895, the status
of Siheung-hyeon was upgraded as Siheung-gun. Under its jurisdiction were today's Geumcheon-gu, Yeongdeungpo-gu, Dongjak-gu,
Gwanak-gu, Guro-gu, and some areas that now belong to the cities of Anyang and Gwangmyeon. The Siheung-gun Office was located
in today's Siheung 5-dong. The area was incorporated into Yeongdeungpo-gu in 1963 and Guro-gu in 1980

On December 22, 1994, a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nine autonomous Gu’s in Seoul and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promulgated and on March 1, 1995, Doksan-dong, Siheung-dong and some areas of Garibong-dong were merged to form
Gasan-dong,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the current Geumcheon-gu. 

IInnttrroodduuccttiioonn ttoo GGeeuummcchheeoonn DDiissttrriicc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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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 운 방향 _

Operating Direction 
of the District

3. 구정여건 _
(2012. 12. 31. 현재)

District Conditons      
(2012. 12. 31.)

구정목표
District Objective

구정방향
District Directions

면적
Area

인구

Population

주택보급률
Housing Distrbution Rate

행정구역
Administration District

학교
School

재정현황
Financial Status

비전
Visions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Citizen first, Citizen-oriented Geumchoen

�미래에 투자하는『교육도시』

�배려와 통합의 『복지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민과 함께하는『자치도시』

�Eucation City with Investment for the Future
�Welfare City with Consideration and Interation
�Economic City with Vigor and Vitality
�Autonomic City with District Citizens

�돌봄과 배움이 있는 열린 교육환경 조성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기반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

�건강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구정 실현

�Open education environment with care and learning
�Warm welfare administration along with citizens
�Economic base with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companies
�Expanded opportynity of experiencing various and art
�Urban environment for nature and health
�Open district joining with citizens

�13.063 ㎢

�주거지역 (Residential zone) : 5.848 ㎢

�준주거지역 (Semi residential) : 0.206㎢

�상업지역 (Commercial zone) : 0.149 ㎢

�녹지지역 (Green belt) : 2.663 ㎢ , 

�준공업지역 (Semi industrial zone) : 4.197 ㎢

�104,357세 (households), 243,288명 (people)

남 124,675명 (Male), 여 118,613명 (Female)

�96.5%

�10동 주민센터(362통 2,962반)

�10 Dong service centers (362Tong 2,962Ban)

�35개교(초∙중∙고)

�35 (elementary∙middle∙high school)

�예산 : 총 2,880억원

�Budget : total 288 billion won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 2,751억원 (billion won)

�특별회계 (Special Account) : 129억원 (billion won)

※ 재정자립도 (Financial Indepandence)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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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open local 

The Geumcheon-gu

GEUMCHEON-GU 02
구의회 연혁

초초 :: 11999955.. 0033 ..0011 || 1st session : Mar. 01. 1995

HHiissttoorryy ooff GGeeuummcchheeoonn--gguu CCoouunncciill

�초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22명)

�초 의장단 선출 => 의장 : 유지운 / 부의장 : 곽준근

�상임위원회 구성 => 운 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Opening of 1st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22 councilors)

�Election of standing officers : Chairman Ji-Woon Yu / Vice Chairman Jun-Geun Gwak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 

Civil  Construction Committee

11999955

제제22 전전반반기기:: 11999955.. 0077 ..0011 || Second-half of the 2nd seesion : Jul. 01. 1995

제2 전반기 1995. 7. 1(1995.6.27. 제2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제2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20명)

�제2 전반기 의장단선출 => 의장 : 곽준근 / 부의장 : 최병순

�상임위원회 구성 => 운 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2n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27. 1995)

�Opening of the 2n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20 councilors)

�Election of standing officers : Chairman Ji-Woon Yu / Vice Chairman Byeong-Soon Choi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 

Civil  Construction Committee

11999977

제제22 후후반반기기:: 11999977.. 0077 ..0011 || First-half of the 2nd seesion : Jul. 01. 1997

�제2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최안묵

�상임위원회 구성 => 운 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Byeong-Soon Choi / Vice Chairman An-Mook Choi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 

Civil  Construction Committee

11999977

제제33 전전반반기기:: 11999988.. 0077 ..0011 || 3rd-half of the 3rd seesion : Jul. 01. 1998

1998.6.4. 제3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제3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2명)

�제3 전반기 의장단선출 => 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정병재

(3r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04. 1998)

�Opening of the 2r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12 councilors)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Byeong-Soon Choi / Vice Chairman Byeong-Jae Jeong

11999988

제제33 후후반반기기:: 22000000.. 0077 ..0011 || Second-half of the 3rd seesion : Jul. 01. 2000

제3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 박준식, 부의장 : 최병태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Jun-Shik Park / Vice Chairman Byeong-Tae choi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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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Concil takes the lead.

활활짝짝 열열린린 지지방방화화시시 ,,  

우우리리 금금천천구구의의회회가가 앞앞장장서서 열열어어가가겠겠습습니니다다..

제제44 전전반반기기:: 22000022.. 0077 ..0011 || First-half of the 4rd seesion : Jul. 01. 2002

2002.6.13. 제4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제4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2명)

�제4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김 , 부의장 : 류은무

(4r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13. 2002)

�Opening of the 4r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12 councilors)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Dae-Young Kim / Vice Chairman Eun-Moo Yu

22000022

제제44 후후반반기기:: 22000044.. 0077 ..0011 || Second-half of the 4rd seesion : Jul. 01. 2004

�제4 후반기의장단선출=> 의장 : 이종학(2004. 07. 1 ~ 2006. 04. 13),

박준식(2006. 04. 27 ~ 2006. 06. 30), 부의장 : 오길환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Jong-Hak Lee (Jul. 01. 2004 to Apr. 13. 2006)

Jun-Sik Park (Apr. 27. 2006 to Jun. 30. 2006) / Vice chairman Gil-Hwan Oh

22000044

제제55 전전반반기기:: 22000066.. 0077 ..0011 || First-half of the 5rd seesion : Jul. 01. 2006

2006.6.13. 제5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제5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0명)

�제5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 / 부의장 : 류은무

�상임위원회 구성 => 운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5r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13. 2006)

�Opening of the 5r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10 councilors)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Jun-Sik Park / Vice Chairman Eun-Moo Yu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internal Administration and Welfare,

Committee, of Finance Construcion

22000066

제제55 후후반반기기:: 22000088.. 0077 ..0011 || Second-half of the 5rd seesion : Jul. 01. 2008

�동 주민센터 통합(10개동 10명)

�제5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 / 부의장 : 류은무

�상임위 명칭 변경(2008. 3. 6.) => 운 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Uinfication of local community centers (10 dongs, 10, 10 councilors)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Jun-Sik Park / Vice Chairman Eun-Moo Yu

�Renaming of stanging committees (Mar. 06. 2008) : Steering committe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of Welfare and construcion

22000088

제제66 전전반반기기:: 22001100.. 0077 ..0011 || Second-half of the 6rd seesion : Jul. 01. 2010

2010.6.2. 제6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제6 금천구의회 개원(10개동 10명)

�제6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서복성 / 부의장 : 김 섭

�상임위원회 구성 => 운 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6r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02. 2010)

�Opening of the 5rd Geumcheon-gu Council (10 dongs, 10 councilors)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Bok-Sung Seo / Vice Chairman Young-Sup Kim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internal Administration and Welfare,

Committee, of Finance Construcion

22001100

제제66 후후반반기기:: 22001122.. 0077 ..0099 || Second-half of the 6rd seesion : Jul. 09. 2012

�제6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김두성, 부의장 : 강태섭

�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 : Chairman Doo-Sung Kim / Vice Chairman Tae-Sup Kang

22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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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3

제6 금천구의회 의원 현황

위원장 우성진
Committee Chairperson Sung-Jin Woo

�비례 표(Proportional representavive)

�사무실(Office) : 855-0330, 2627-2123(의회)

�휴 폰(Mobile) : 010-4005-2201

�이메일(e-mail) : sjwoo1128@hanmail.net

�시흥제2∙3∙5동(Shiheung 2, 3, 5-dong)

�사무실(Office) : 802-2277, 2627-2444(의회)

�휴 폰(Mobile) : 010-8862-6005

�이메일(e-mail) : kds480728@naver.com

IInnttrroodduuccttiioonn ttoo tthhee mmeemmbbeerrss ooff
tthhee 66tthh GGeeuummcchheeoonn--gguu CCoouunncciill

위원장 박만선
Committee Chairperson Man-Sun Park

�시흥제2∙3∙5동(Shiheung 2, 3, 5-dong)

�사무실(Office) : 808-2200, 2627-2409(의회)

�휴 폰(Mobile) : 010-5257-5131

�이메일(e-mail) : whitemot@hanmail.net

위원장 채인묵
Committee Chairperson In-Muk Chae

�가산,독산제1동(Gasan, Doksan1-dong)

�사무실(Office) : 2627-2408(의회)

�휴 폰(Mobile) : 010-5334-6123

�이메일(e-mail) : jasinmuk@hanmail.net

부위원장 류은무
Committee ViceChairperson Eun-Moo Ryu

�가산, 독산제1동(Gasan, Doksan1-dong)

�사무실(Office) : 2627-2776(의회)

�휴 폰(Mobile) : 010-5252-4006

�이메일(e-mail) : yueunmo@hanmail.net

부위원장 김 섭
Committee Vice Chairperson Young-Sup Kim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856-6378, 2627-2775(의회)

�휴 폰(Mobile) : 010-3210-6378

�이메일(e-mail) : 6378@mdsu.co.kr

부위원장 강구덕
Committee ViceChairperson Goo-Deok Kang

�시흥제1∙4동(Shiheung 1, 4-dong)

�사무실(Office) : 2627-2778(의회)

�휴 폰(Mobile) : 010-4208-3116

�이메일(e-mail) : kangkd06@hanmail.net

위원 강태섭
Committee member Tae-Sup Kang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2627-2122(의회)

�휴 폰(Mobile) : 010-5337-8060

�이메일(e-mail) : tskang8060@hanmail.net

위원 류은무
Committee member Eun-Moo Ryu

�가산, 독산제1동(Gasan, Doksan1-dong)

�사무실(Office) : 2627-2776(의회)

�휴 폰(Mobile) : 010-5252-4006

�이메일(e-mail) : yueunmo@hanmail.net

위원 강태섭
Committee member Tae-Sup Kang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2627-2122(의회)

�휴 폰(Mobile) : 010-5337-8060

�이메일(e-mail) : tskang8060@hanmail.net

위원 김 섭
Committee member Young-Sup Kim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856-6378, 2627-2775(의회)

�휴 폰(Mobile) : 010-3210-6378

�이메일(e-mail) : 6378@mdsu.co.kr

위원 서복성
Committee member Bok-Sung Seo

�시흥제1∙4동(Shiheung 1, 4-dong)

�사무실(Office) : 2627-2777(의회)

�휴 폰(Mobile) : 010-6291-5581

�이메일(e-mail) : sbs1230@korea.com

위원 정병재
Committee member Byeong-jae Jung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858-7400, 2627-2779(의회)

�휴 폰(Mobile) : 011-201-0176

�이메일(e-mail) : cbj0176@hanmail.net

위원 우성진
Committee member Sung-Jin Woo

�비례 표(Proportional representavive)

�사무실(Office) : 855-0330, 2627-2123(의회)

�휴 폰(Mobile) : 010-4005-2201

�이메일(e-mail) : sjwoo1128@hanmail.net

위원 정병재
Committee member Byeong-jae Jung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858-7400, 2627-2779(의회)

�휴 폰(Mobile) : 011-201-0176

�이메일(e-mail) : cbj0176@hanmail.net

위원 강구덕
Committee member Goo-Deok Kang

�시흥제1∙4동(Shiheung 1, 4-dong)

�사무실(Office) : 2627-2778(의회)

�휴 폰(Mobile) : 010-4208-3116

�이메일(e-mail) : kangkd06@hanmail.net

의회운 위원회
(Counsil Steering Committe)

행정재경위원회
(Counsil for Administrationm, Finance and Economy)

복지건설위원회
(Committee for Welfare and Construction)

의장 김 두 성 (Chairman Doo-Sung Kim)

�독산제2∙3∙4동(Doksan 2, 3, 4-dong)

�사무실(Office) : 2627-2122(의회)

�휴 폰(Mobile) : 010-5337-8060

�이메일(e-mail) : tskang8060@hanmail.net

부의장 강 태 섭 (Vice Chairman Tae-Sup Kang)



GEUMCHEON-GU 04
구의회 조직 및 구성 CCoouunncciill oorrggaanniizzaattiioonn aanndd ssttrruuccttuurree

1. 의장∙부의장 CChhaaiirrmmaann aanndd VViiccee CChhaaiirrmmaann

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비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각 2년이며, 의장은 의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리한다.

Among all coucilors, 1 Chairman and 1 Vice Chairman are elected by secret balot, each of whom has a 2-year term of office. The former represents the
coucil, arranges council proceedings. keeps the council in order and supervises coucil affairs while the latter acts for the chairman under given
circumstances.

2. 의원 CCoouunncciilloorrss

구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제6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시작되어 2014년 6월 30일 만료된다.

Councilors, as representatives of the district’s residents, are elected by a popular, equal, direct, secret voting and have a 4-year term of office.
The councliors of 6th Geumcheon-gu Council are in office from July 1.2010 to Jun 30. 2014.

2012. 11. 29. 제164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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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5
구의회 조직 및 구성 CCoouunncciill oorrggaanniizzaattiioonn aanndd ssttrruuccttuurree

3. 위원회 CCoommmmiitttteeeess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 ∙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 한다.

The committees of Geumcheon-gu Council are divided into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The former is divided again into the Council steering committe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Finance and Economy and Committee of Walfare and
Constrution depending on each ones administrative supervision. The latter is organized
on a temporary basi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s, when certain bills
should be handled.

■ 의회운 위원회 Committee on Council Operations

위 원 장 (Chairman) 우성진 의원 (Sung-Jin Woo)

부위원장 (Vice Chairman) 류은무 의원 (Eun-Moo Ryu)

위 원 (Members) 강태섭 의원 (Tae-Sup Kang)

김 섭 의원 (Young-Sup Kim)

정병재 의원 (Byeong-jae Jung)

강구덕 의원 (Goo-Deok Kang)

의회운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 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 전반에걸친사항들을소관하고있으며, 의원개개인의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등 의회 운 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The Committee on Council to Operations consists of six members and manages
overall council affairs relating council operations,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ncil secretariat, and the composition of special committees. The Committee aims
at the efficiency of council operations by collecting each member's opinion and
holding a democratic meeting.

의회운 위원회

(Committe on Council Operations)

행정재경위원회

(Committ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복지건설위원회

(Committ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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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 SSeeccrreettaarriiaatt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및 일반직원을 둔다.

The secretary-general, technical experts, legislative director, proceedings director, public relations director and general employees act as assistant to
the councilors.

■ 행정재경위원회 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위 원 장 (Chairman) 박만선 의원 (Man-Sun Park)

부위원장 (Vice Chairman) 김 섭 의원 (Young-Sup Kim)

위 원 (Members) 류은무 의원 (Eun-Moo Ryu), 서복성 의원 (Bok-Sung Seo)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는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 등에 노력

하고 있다.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is composed of five members and controls matters of the Director of Audit & Inspection,
Village Community Division, Planning & Economy Bureau, Administration Support Bureau, Community Health Center, and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The Committee endeavors to advance the administration, invigorate the local economy,and seek the health promotion of residents.

의장
Chairman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운 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정 팀

의 사 팀

의회홍보팀

전문위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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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설위원회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위 원 장 (Chairman) 채인묵 의원 (In-Muk Chae)

부위원장 (Vice Chairman) 강구덕 의원 (Goo-Deok Kang)

위 원 (Member) 강태섭 의원 (Tae-Sup Kang), 정병재 의원 (Byeong-jae Jung), 우성진 의원 (Sung-Jin Woo)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접한 사항들에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반 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 있다.

The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is made up of four members and deliberates on matters of the Director of education, Welfare&Culture
Bureau, Urban Environment Bureau, and Construction&Transportion Bureau. The Committee makes an effort to gather and reflect the voices of
residents including improvement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dvacement of welfare, and the reduction of congestion.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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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1
구의회 운 CCoouunncciill aaddmmiinnssttrraattiioonn

주민 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1차 정례회는 6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시작되며 총 40일 이내로 한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의 회기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회운 은 본

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 되고 있다.

The meetings held by the Geumcheon-gu council, a legistative and supervisory organ representing district residents,is divided into
regular meetings and special sessions. Regular meeting will be held twice a year and the first regular meeting begins on June 8, while
the second on November 25. The duration of each regular meeting cannot exceed 40 day,(However, the 1st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election year can be held in September or October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A special session, the duration of which
cannot exeed 10 days, is convoked when demanded by the district mayor or a minimum of 1/3 of the registered councilors. The total
duration of meetings cannot exceed 100 days, regular meetings and special sessions combinde.(However, special sessions can be
extended with the approval of the plenary session.) The Geumcheon-gu Council is composed of the activites of its special committee.

■ 개의 : 재적의원 ⅓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1. 본 회 의 PPlleennaarryy sseessssiioonn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

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The plenary session of Geumcheon-gu Council is a conference participated by all councilors. Regarding every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uncil, the plenary session functions as the final phase of resolution and election.

2012. 11. 29. 

제164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 Opening : At least 1/3 of the entire registered councilors are required to be present.

■ Resolution : In general, at least half of all registered councilors are required to be present and at least half of the councilors present must give

approval for a resolution to be passed.

■ Open session : Every meeting of the coucil is open to the public.(it might not be open if a minimum of 2/3 of the entire registered councilors

disapprove or the chairperson decides not to do so for a public purpose.

■ Principle of session continuance : Any bill submitted to the council cannot be annuled for not being resolved during a given. If the term

expires,however, this priniple is not applied.

■ Principle of no dual deliberation : Any bill voted down at the council cannot be introduced or submitted during the same session.

3. 특별위원회 SSppeecciiaall ccoommmmiitttteeee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 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 A special committee to deliberate and handle certain bills can be oganized by a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 The special committee last until the bills deliberated are resolved at the plenary session. The term of its members expire when the committee is

dissolved.

2. 상임위원회 SSttaannddiinngg ccoommmmiitttteeeess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A standing committee of the council to deliberate bills in an efficient and technical manner is opened during a session when demanded by a minimum of

1/3 of all registered councilors or decided to be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It is also opend out of session to deliberate certain bills when resolved by

the committee,decided to be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or demanded by the district mayor.

2012. 6. 18.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 금천구 행정사무감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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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2
의원 임무 및 역할 CCoouunncciilloorrss’’dduuttiieess aanndd rroolleess

1. 의원의 임무 CCoouunncciilloorrss’’dduuttyy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Putting public interest first, all councilors must fulfill their duty with sincerity and conscience.

■ Councilors must stick to their duty with integrity while maintaining their dignity as councilors

■ All councilors must neither try to obtain property, interests, or positions related to their jobs nor mediate an-improper acquisition of those for others

regarding their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and others, During their terms of officer, they are not permitted to

hold the positions prescribed in Article 35 of the Local Autonomy Article of no dual job.

2012. 08. 21. 

2012년 을지훈련 참가



2. 의원의 역할 CCoouunncciilloorrss'' rroollee

■ 의회는 주민을 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 집행부에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며,

■ 조직운 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 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

징계권 등의 내부운 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 The council, as a representative and decision-making organ which supervises administrative affairs and mediates administrative conflicts.

■ Is authorized to enact, revise and abolish ordinances and deliberate and confirm budget bills and approve settlements.

■ Audits and inspects the executive's administrative affairs while handing the civil petitions submitted by district residents.

■ Has autonomous rights of legislative administration regarding setting legislative rules, holding a meeting, deciding the duration of a meeting etc. and

internal administration those of no-confidence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maintaining order, discipline councilors, etc.

주민집행기관

의회

조례안등의안

심의∙의결공무원

출석요구

선거∙청원∙진정

저리결과통보

조례안등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제정∙개정∙폐지

청원∙진정접수∙처리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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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3
회기별 처리 현황 SSeessssiioonnaall pprroocceeeeddiinngg ssttaattuuss

제156회 임시회 (2012. 02. 10 ~ 2.16 / 7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고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제157회 임시회 (2012. 03. 16 ~ 3. 23 / 8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시흥4동 기동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158회 임시회 (2012. 04. 25 ~ 4. 30 / 6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 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제159회 임시회 (2012. 05. 18 ~ 05. 23 / 6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

■ 풍수해 책 업무보고의 건



제160회 정례회 (2012. 06. 15 ~ 07. 04 / 20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의회운 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회운 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제161회 임시회 (2012. 07. 18 ~ 07. 23 / 6일간)

■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62회 임시회 (2012. 09. 06 ~ 09. 11 / 6일간)

■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흥4동 기동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제163회 임시회 (2012. 10. 12 ~ 10. 17 / 6일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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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정례회 (2012. 11. 26 ~ 12. 13 / 18일간)

■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제안 설명

■ 2012~2013 겨울철 종합 책 보고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 책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사회연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여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 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한 의견청취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65회 임시회 (2012. 12. 31 / 1일간)

■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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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기후변화에 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서울디지털단지를 관통하여 2∙3단지 단절현상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수십년간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혀왔던 국철 경부선을

지하화하여교통인프라확충과문화공간, 보육시설등사회문화적기반시설을마련하고, 이를통해기업인과근로자들이경 과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산업단지공단에 국철 경부선의 지하화를 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 에 관한 조례안 >

일반시민이 종합감사 등 실시감사에 참여하게 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 하여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자치회관 설치 및 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 협의회 구성원의 표성과 다양성을 확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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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

2년

2년

임기

개정전 개정후

2회

제한규정 없음

1회

2회

연임가능회수

개정전 개정후
상

■ 주민자치위원회

2년

2년

회장

부회장 포함 모든 위원

2년 (변동없음)

2년 (변동없음)

임기

개정전 개정후

제한규정 없음

제한규정 없음

1회

2회

연임가능회수

개정전 개정후
상

■ 주민자치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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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회계별

합 계

예산현액

288,129,634,960

276,813,929,960

11,315,705,000

398,962,000

664,775,000

10,251,968,000

299,556,539,198

288,292,542,970

11,263,996,228

415,793,230

716,774,548

10,131,428,450

241,019,898,208

236,354,799,438

4,665,098,770

378,058,570

139,000,000

4,148,040,200

43,194,615,418

36,709,026,520

6,485,588,898

20,570,020

577,774,548

5,887,244,330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소 계

의료급여 기금

주차장

특

별

회

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구 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에게 규모점포와 준 규모점포에 해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

� 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 >

구민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상호간 교류를 공고히 하며, 주민의 평생교육과 학습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마을공동체 위원회’와‘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승인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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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합 계

2013년도예산 (안) 2012년도 당초 예산 비 고

288,056,708

275,144,309

12,912,399

390,316

401,360

12,120,723

251,067,411

242,453,631

8,613,780

392,804

351,220

7,869,756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주차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구 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금천구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 판독 등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규모의 회에서 입상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선수 및 단체에 해 사기앙양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2013년도 예산안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예산규모 288,056,708천원

� 일반회계 예산안 중 행사비, 각종 용역비 등 선심성∙소모성 예산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11억5,569만원을 삭감하고,

학교 학력향상지원∙경로당 개보수∙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구민 복지 관련 예산에 8억 710만원을, 예비비로 3억 4,859만원을

증액 편성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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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임시회 중 처리 안건」

서서울울디디지지털털 산산업업단단지지((GG밸밸리리)) 국국철철 경경부부선선 구구간간
완완전전 지지하하화화 요요구구에에 관관한한 촉촉구구 결결의의안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서울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일명“가산디지털단지”는 우리나라 산업역군의 심벌인 굴뚝공장

지 에서 지상 20층 이상의 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와 쇼핑몰이 줄줄이 건설되어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한 지 10여년

만에 1만 여개의 벤처기업과 12만 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서울속의 유일한 산업도시이자“IT(정보기술)심장부”로 불리고 있다.

연간 10조 4,000억원의 매출과 19억 4,000만 달러(약 2조 3,30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IT

벤처기업의 임직원들과 쇼핑객들로 엄청난 유동인구가 거리에 넘쳐나 활기차고 스마트한 도시로 변모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교량과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은 과거 구로공단시설 그 로이고 경부선 국철을 횡단하여 디지털산업 2∙3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고가도로인「수출의 다리」는 이미 교통량이 포화 상태가 되어 출퇴근 시간 구분 없이 만성적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광명교, 철산교 등 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과 디지털로, 가마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도 모두 포화상태로

변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여론에 의하면“주변 교통문제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으며, 교통문제가 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의

교통문제는 연결로 한∙두개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G밸리) 구간에 거 한 강물처럼 가로막혀있는 국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 하는 등 산업단지의 지형을 변모시키는 근본

적인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등포-구로-금천-석수 등 서울시 서남권지역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서남권(금천, 구로, 등포, 동작) 총 18㎞ 의 국철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인데, 금천구청은 금천구 구간만 7,80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금천구를 경유하는 국철구간을 지하화 하면서 6만여 평의 지상공간을“G밸리”의 랜드 마크인

“센트럴 파크”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경부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25만 주민을 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부선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 전용선으로써 서울 서남권을 동∙서로 관통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한 광명시 주요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금천구

주변 주민은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므로 경부선 국철 금천구 구간은 주민의사를 적극 수용

하여지하로건설하여야한다.

2. 또한 취득세는 자치구 재원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취득세가 줄면 지역 주민복지와 사회복지, 기타 일반 공공행정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감면조치 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3.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감세 정책을 지양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개편 시행을 요구한다.

2012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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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임시회 중 처리 안건」

평평생생학학습습도도시시 지지원원 결결의의안안

지식기반사회와변화하는미래발전에부응하기위한평생학습기반의확충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가산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서울 서남쪽의 관문인 우리 금천구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기반

으로하여교육, 문화가어우러진평생학습및교육복지도시를지향하고있다.

이에, 금천구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금천구 의회에서는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고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할수있는총체적도시재구조화사업의일환인평생학습도시사업이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고,

그로 인해 구민이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한다.

하나,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 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지원을아끼지않는다.

하나, 평생학습도시발전을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상호간교류를공고히하고주민의평생교육및학습네트워크협조체계를

구축하기위하여제반사항을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도시조성및발전을위한예산편성에적극협조한다.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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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1
구정질문 및 답변 QQ && AA

제제115577회회 임임시시회회 ((22001122.. 33.. 1166 ~~ 33.. 2233))

질의 총 15건 ■ 교육담당관 1건

■ 복지문화국 4건

■ 기획경제국 1건

■ 도시환경국 2건

■ 건설교통국 3건

■ 행정지원국 4건

제제116600회회정정례례회회 ((22001122.. 66.. 1155 ~~ 77.. 44))

질의 총 44건 ■ 감사담당관 4건

■ 교육담당관 9건

■ 복지문화국 4건

■ 기획경제국 4건

■ 도시환경국 10건

■ 건설교통국 2건

■ 행정지원국 11건

제제116633회회임임시시회회 ((22001122.. 1100.. 1122 ~~ 1100.. 1177))

질의 총 2건 ■ 건설교통국 1건

■ 행정지원국 1건

제제116644회회정정례례회회 ((22001122.. 1111.. 2266 ~~ 1122.. 1133))

질의 총 56건 ■ 감사담당관 3건

■ 교육담당관 6건

■ 복지문화국 15건

■ 기획경제국 10건

■ 도시환경국 6건

■ 건설교통국 8건

■ 행정지원국 8건

A  G U I D E  T O  G E U M C H E O N - G U



류류은은무무 의의원원 ((가가산산∙∙독독산산제제11동동))

질질문문 <<22001122.. 1122.. 33.. 제제116644회회 정정례례회회 제제44차차 본본회회의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스템 중 감량기 처리방식은 시연만 하고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 RFID 종량제는 습식수거방식입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 로의 수거방식은 주변에 파리 등이 들끓고

있으면서 환경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량기 시설은 기기에 투입하고 나면 분말로 퇴적물이 나옵니다.

침출수도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냄새도 안나고, 파리도 없고, 퇴적물 처리가 아주 용이하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본 의원이 관심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시설되어 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개선된 시설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기기는

시연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제가 참고적으로 감량기 회사에 경비 지출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세 당 6,000원이면 OK라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 10만 3,000세 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상

세 라고 예산서상에 되어 있고, 우리구 2012년도 예산이 18억 3,935만 4,000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량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을 왜 도입하지 않고, 굳이 내년에도 종량제

방식만 도입했는지 여기에 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스템 중 감량기 처리방식은 시연만하고 활용은 않는가에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개 공동주택에 총 4 의 감량처리기를 시범운 하여 왔습니다. 

감량처리기 시범운 은 처음부터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으며, 구청에서는 시범운 의

장을 마련해주고, 업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외적인 홍보효과를 거두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량처리기 시범운 사항을 세 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이용

주민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 기기 또한 기존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구에서도 기기에 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예산에 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량처리기의 가격은 한 당 약 2,500만원 정도이며, 우리구 공동주택에 도입을 할 경우 총 6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정부의 종량제 전면시행 정책에 따라 우리구는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1만 5,642세 에 구축을 완료하 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공동주택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동주택에 감량처리기 도입은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 드렸듯이 금번 시범운 에서 감량처리기 도입 가능성에 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되며,

업체에서도 스스로 시범운 의 장을 활용함으로써 외적인 홍보 및 기기 성능에 한 평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환경부나 서울시의 사업 공모 시 이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정책에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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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2
구정질문 및 답변 QQ && AA

채채인인묵묵 의의원원 ((가가산산∙∙독독산산제제11동동))

질질문문 <<22001122.. 1111.. 3300.. 제제116644회회 정정례례회회 제제33차차 본본회회의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독산2동 어린이집 등

6개소에 8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비가 79억여원, 구비가 10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

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1개 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토지매입비가 13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우리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LG재단에서는 20억 원을 책정

하여 사회복지법인 LG재단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금천구가 5억 원을 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까지 LG재단에서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어 모든 것이 LG

재단의 뜻 로 되며 구청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5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구청의 책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 륭테크노타운에 건립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금천구와 전국 경제인연합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등 민∙관 공동 연 를 해서 건립된다고는 하지만 건립 후 어린이집

명칭까지도 구청 마음 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구청이 뒷짐을 지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한 답변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독산2동∙독산4동∙신시흥 신축 3개소와 G밸리

어린이집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리모델링 2개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1개소가 서울시 심사에 선정되어 상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장소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당시서울시에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넘은 신축지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 지 위주로 찾던 중에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치기는 했지만 현재 독산2동 신축지를 추진하게 되었

습니다.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G복지재단과 전경련 공모사업에 독산2동과 G밸리 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선정

되어 각각 15억 원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추진하고 완공 후 금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 습니다. 그 사유는 재단 공모사업 조건에 건립방법, 재원분담 등 요건을 정하여 공모하 기

때문에 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조언 로 설계시에는 우리구

의견이최 한반 되도록지속적으로업무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Q _

A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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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한 사항입니다.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한국산업구조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표적인 지역으로 산업화와 노동의 생생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교육적,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방향과

혹여 문제점은 있는지, 예산확보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작년 4월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라는 민간협의체와 금천구청이 민간협약으로

공동추진하기로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기념관은 특정 전시관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의 삶과 애환, 민주화의 산실 등 이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념사업화의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억을

교부받아서 2012년 5월에 가산동쪽 쪽방을 구입, 리모델링을 거쳐 이전의 벌집형태로 복원하여 체험관으로 운 할

예정이고, 이번달에는 2차 구로공단 기념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4월17일 서울시장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2차 용역의 경우는 구로구청과 산단공 그리고 금천구

가 1:1:1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공단 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 기업인, 각종단체 표, 정당

표, 노총, 노동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표들로 구성된 가칭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국비∙시비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까지 확보하여, 전시물품이나 자료수집 등을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사

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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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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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4동 공 주차장 건설과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첫 구정질문부터

2년 반 동안 모든 구정질문 때마다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도 독산4동에 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과의

화시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 주차면은 18면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독산4동 187-40번지 동심맨션 부지가 오늘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계획을 보니까 이 공사시행일이 앞으로 1년 2개월이 남아 있는 2014년 2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63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심맨션 부지에 주차장을 짓는데 55억이 들어갑니다.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하고

서울시 1/4분기 투∙융자 심사를 통해 해당 금액의 60%인 33억은 다시 받으면 됩니다. 집행부가 이제 답을 할 때입니다.

2014년 1월에 시작하면 절 안 되겠습니다. 당장 1/4분기에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한 질문입니다. 이곳은 독산2동과 독산4동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이 지역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알겠지만 야간 불법주차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토∙일요일에 8번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관련 소송도 종결이 되었고 교육장님도 주차장 건설협조 약속을 하 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83.2%가

주차장 건설을 찬성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건설되면 151 의 주차면이 생겨 서울시에서 제일 큰 주차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겨우 28억~30억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독산4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독산4동과 인접한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문교초등학교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남부교육지원청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문교초등학교 내의 일부 부지에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행정소송이 발생하여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산4동 백의현 공 주차장설치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주택가 내의 공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

하는 제의를 받아 독산4동 주택가 내에 주차장 설치 적격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을 적격

부지로 판단하고 동 부지를 주차장 설치 적격부지로 선정하 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동심맨션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계획은 2013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심사

통과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시비 33억 정도를 지원받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 지원이 확정되면 시비 지원으로 생긴 우리 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구 기타 다른 동 구역에도 공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건에 해서도 내년에 문교

초등학교 소송 건이 종결이 되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남부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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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책의 일환으로 단기∙중기∙장기계획의 풍수해 비책으로 산의 지형지물과 도시의 형태, 도로의 흐름에

따른 삼각편 베이스구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분류한 지역은 남문교회에서 남문시장

부근으로 흐르는 계곡수와 정심초등학교에서 독산4동 우체국 부근으로 흐르는 유출수, 문교초등학교에서 독산2동

가스주유소 부근으로 흐르는 유출수 등 시흥지역을 네군데로 분류해서 일곱군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 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련과정을 보면 참 잘하고 있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방댐이 일곱 개가

신설되었으나 구비가 아닌 시비 6억6,000만원을 끌여들여서 사업을 했고, 독산지역에는 사방댐을 만들지는 못했

지만 남문교회 근처 그린테니스장 부근의 계곡수가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빗물받이를 일렬로 깔끔하게

해서 바로 하수구로 유입되게 잘해 놓았습니다. 

단지, 독산지역에는 이런 사방댐 설치가 없었고, 추후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산지역에는 풍수해 책을 세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에 한 관리방안으로 댐의 잔류

수로 인한 기생충 등 유해충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친환경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방안에 해서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일 사방댐 설치 요청에 해서 말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 집중

호우 시 산사태 발생으로 토석류가 계곡수로를 막아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서울시 예산 6억 6,000만원을 받아

와서 지난 5월 20일 복구공사를 완료하 습니다. 이번에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은 시흥2동에서 시흥3동까지 계곡이

깊고 위험면적이 넓은 계곡으로서 높이 5m, 길이 20m의 사방댐 7개소를 설치하 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

하신 독산동 지역은 검토해 본 결과, 산이 완만하고 계곡이 짧을 뿐만 아니라 위험면적이 적어서 사방댐을 설치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만일을 비해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계곡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를 저지할 수 있는 낙차부라든지 침사지, 스크린

등 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서 산사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만들어 놓은 사방

댐 등 시설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면 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이 검토되면

의원님께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치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Q _

A _

정정병병재재 의의원원 ((독독산산제제22∙∙33∙∙44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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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선부지 활용 1차 협약시에 16억원의 지방세 부과하지 못할 위기발생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구정질문에서 한전선부지 협약시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책을 수립하고 노력해서 수정협약을 맺었

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원인규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협약시의 원인

규명의 당위성과 수정협약시의 문제점에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규명의 당위성과 그 후 변화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주관부서 도시계획과는 국장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되고 5개부서의 실무자회의까지 하면서 세무과에는

알리지도 않았는지, 둘째 세무1과 업무관계자는 그 사항을 언급조차 안 했는지, 아니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

되었는지, 셋째 폭우로 인한 토사반입사유 발생시기는 7월이고 협약시기는 9월인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구상을 해서 어떤

경로로 추진되었는지, 넷째 사업추진 업무협의 해당부서를 정하는데 정식으로 공문이나 정보제공 회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지, 또는 그런 것들이 관례인지, 다섯째 왜 이 사실을 엎어놓고 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구청장께 보고하고 책을 수립했는지, 여섯째 수정협약에 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

아닌지, 일곱째 구청장의 핵심리더십이 소통인데 부서간에 반드시 필요한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것에 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여덟째 1차 협약 시점이 오래 전부터 주말농장을 구상해 왔기 때문에 토사반입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째서 부서 간에 협의가

소홀했는지, 아홉째 이러한 형태를 집행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한전선부지의 1차 협약체결시 지방세 부과를 못할 위기가 발생하 는데 그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내용에는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질문하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다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선부지의 협약체결

추진배경에 해 말 을 드리겠습니다. 1차 체결된 협약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해서 말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강구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재산세 부과 문제점을 지적하신 이후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주말농장은 일부 사용자가 배타적사용권과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 상이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이 있었고,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비과세 상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25일 한전선 토지 유상사용으로 수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세 비과세 우려에 한 문제점은 치유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시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MOU 지만 체결과정에서 좀 더 세 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강구구덕덕 의의원원 ((시시흥흥 제제11∙∙44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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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시범설치 운 현황에 해 질문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 자치단체로

우리구가 선정되어 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상에도 많이 나왔었구요.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본 사업의 표본으로 우리구가 선정된 거 같아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본

제도 시행으로 감량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따른 주민들의 호의도와 투입 비 효과는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의 확 실시 계획 여부에 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란 기존의 세 별 정액요금제에서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배출원인 가정에서부터

감량을 유도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정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2011년 하반기에 독산제3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등

총 5개 단지 7,418세 를 상으로 기기 100 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운 의 우수사례에 하여 환경부에서는 본 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금천구를 롤모델로 삼아 횡단전파하고

있는 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상파 방송보도 7회, 신문보도 26회, 40여곳의 지자체 및 기관에서 우리구 현장을

방문 견학하 습니다. 

시범운 을 해오면서 각 단지별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도 시스템 설치 전∙후의

배출량을 상세히 모니터링한 결과 약 36%의 감량효과를 확인하 습니다. 

금년에는 2차사업으로 8,224세 를 상으로 114 의 기기를 12월 초까지 구축완료할 계획이며, 2013년도 상반기

에는 마지막으로 180여 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구 전체 공동주택 27,000여 세 에 총 394 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첫 해인 2011년도에 1억5천1백만원(100 )으로 그 중 우리구의 분담금액은 첫해인 2011년도에 1억5천1

백만원으로 그 중 우리구의 분담금액은 8천4백만원이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총 2억1천7백만원으로 우리구 분담금

액은 7천6백만원이고, 2013년에는 총 사업비 3억4천2백만원 중 국∙시비 2억2천2백만원을 환경부 및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서복복성성 의의원원 ((시시흥흥 제제11∙∙44동동))

Q _

A _

A
 g

u
id
e
 to

 G
e
u
m
c
h
e
o
n
-
g
u

금
천

의
정

34

35



구의회 운

Council
administration

구정질문 및 답변

Q & A

의정활동

Council
activities

금천구 안내도

Geumcheon-gu
information

구정 현황

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

�

{ }

GEUMCHEON-GU 05
구정질문 및 답변 QQ && AA

질질문문 <<22001122.. 77.. 33.. 제제116600회회 정정례례회회 제제44차차 본본회회의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 책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남지역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도시고속도로

망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점은 성산 교 남단에서 수서IC까지 총연장 34.8km이며, 우리 구 관내에는

터널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2.48km인데, 우리 구 피해지역의 민원발생이 많았

습니다. 피해주민 민원의 핵심은 피해보상 현황과 이주 책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민원발생 및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 책에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도시고속도로건설 일반현황을 말 드리면, 성산 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 IC까지 총 연장 34.8km에

공사구간은 총 8개 구간입니다. 이 중 우리구 관내 구간은 제4공구와 제5공구가 되겠습니다. 제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8km이며, 공정률은 14%이고

현재는 본선 교각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구간인 제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서울 입구 관악

IC까지로 부분이 터널구간이며, 총 연장은 4.6km에 왕복 6차로입니다. 이중 금천구 구간은 2.3km이며 현재

터널굴착작업은 총 5km 중 4.2km를 시행완료하 으며 공정률은 44%입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 책입니다.

현재 공사로 인한 피해주택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37개동이며 이중 1개 동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4개동은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2개동은 현재 보수협의가 진행 중이나 피해사항에 하여 시공사인 두산건설

과의 이견으로 인해 보수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금천요금소부지의 토공작업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박만만선선 의의원원 ((시시흥흥 제제22∙∙33∙∙55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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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실의 현재 상황과 졸업 후 학업단절에 하여 질문합니다. 문해교실은 한 을 읽고 쓰기 어려운 비문해 성인을

상으로 국민기초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문해교실은 독산2동 자치센터와 안천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료시 초등학력 인정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졸업생은 40여명 정도이고 올해도 40여명 정도

배출될 예정입니다. 자치센터 발표회에서 보셨듯이 60이 넘은 연세에도 서툴지만 을 배워 발표할 수 있음은 세상

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졸업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단절입니다. 어느 담당자의 말은 본인이 원하면 경일중학교를 운운합니다. 이제 한 을 익혀 간단히 읽고

쓸 수 있다면 계속 더 배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력 인정이라 하지만 이 분들이 그런 학교에 가기에는

문해교육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경비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고급반은 그나마

졸업반이라 등록도 되지도 않고 중급반에 다시 내려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재탕입니다. 그러니

다시 받는 이 수업이 창의적이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여건이

되면 중등과정을 개설하면 좋겠지만 중등교사 배치 등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중등예비과정이

라도 개설해서 그분들이 더 배울 기회를 열어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문해교실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본청에서

운 하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운 할 수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이젠 한 을 습득하 습니다. 이제는 읽기를 통하여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쓰기를 통하여 작가의 꿈도 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 하십니다. 내

인생을 로 쓰면 소설책 두 권이 적다고. 기회를 주어 그 분들에게 인생을 본인들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한 많은 인생을 로 토해내고 그 분들의 바보 같은 사랑을 표출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 을 가르쳤고

그 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해교실의 취지이자 업그레이드된 심화교육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설문지조사 내용을 인용해서

두 곳에서의 전원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마다 졸업생이 40여

명씩 배출이 될 것입니다. 문해교실의 졸업 후 단절된 그분들을 위한 책을 요구합니다. 

문해교실의 현재 실태와 졸업 후 학업단절에 한 책에 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 해서만 말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구 평생학습관이나 지역평생학습기관의 성인 문해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그분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결과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의원님과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가시기 편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내년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성성진진 의의원원 ((비비례례 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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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19. 산사태 재발방지현장 점검

2012. 02. 07. 시흥2동 주민과의 화

2012. 05. 12. 의원 한마음 체육 회

2012. 04. 14. 주말농장 개장식

구의회 운

Council
administration

구정질문 및 답변

Q & A

의정활동

Council
activities

금천구 안내도

Geumcheon-gu
information

구정 현황

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

�

{ }

GEUMCHEON-GU 0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Phhoottooggrraapphhss ooff lleeggiissllaattiivvee aaccttiivviittiieess

2012. 08. 26. 추석 복지시설 방문2012. 07. 09. 후
반기 의장 취임식



2012. 10. 09. 청소년 모의의회
2012. 10. 06.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회

2012. 11. 23.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2012. 11. 14. 하반기 의원세미나

2012. 09. 10. 기동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남부교육지원청 방문 2012. 09. 16. 하하하 가족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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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운

Council
administration

구정질문 및 답변

Q & A

의정활동

Council
activities

금천구 안내도

Geumcheon-gu
information

구정 현황

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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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GU 02
언론으로 보는 의정활동 CCoouunncciill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pprreessss

| 경향매일 (2012. 03. 26) | | 금천IN(2012. 05. 03) |

| 구정신문 (2012. 06. 04) | | 시정신문 (2012. 07. 19) |



| 시정신문 (2012. 09. 20) | | 시사경제신문 (2012. 09. 24) |

| 전국매일 (2012. 11. 23) | | 서울남부신문 (2012.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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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_ http://council.geumcheong.go.kr  Tel _ 02)2627-2764

방청허가

구의회 운

Council
administration

구정질문 및 답변

Q & A

의정활동

Council
activities

금천구 안내도

Geumcheon-gu
information

구정 현황

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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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응하고 정보소외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들을 전면배치해, 편리성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 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해 씨크기를 확 , 축소하는 기능을 적용하는 등 웹접근

성을 크게 향상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문홈페이지 및 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친숙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원별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했습

니다. 금천구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의회! 주민을 섬기는 의회! 금천

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금금천천구구의의회회는는 구구민민 여여러러분분에에게게

항항상상 열열려려 있있습습니니다다.. 

The Geumcheon-gu Council is 

always open to the public 

■ 방청안내

금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원하시면

금천구민이면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구 분 전 화 FAX

의 장 2627-2444

부 의 장 2627-2122 2627-2127

비 서 실 2627-2787~8

의회운 위원장 2627-2123

행정재경위원장 2627-2409 2627-2234

복지건설위원장 2627-2408

의 원 사 무 실 2627-2775~9 2627-2233

구 분 전 화 FAX

사무국장 2627-2441

전문위원 2627-2771~3

의 정 팀 2627-2442 2627-2126

의 사 팀 2627-2443

홍 보 팀 2627-2125

�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직접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단체신청 :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방청절차 방청신청 방 청방청권
교 부

사

무

국



GEUMCHEON-GU 금금천천의의회회보보

제제1144호호

금천구 안내도 GGeeuummcchheeoonn--gguu iinnffoorrmmaattiioonn

� 감로천생태공원
(Gamlocheon Ecological Park)

� 호압사 (Hoapsa) � 한우물 (Hanumul) � 폭포공원 (pokpo Park)

� 금빛공원 (Geumbit Park) � 금천한내

(Geumcheon-Hannae)

� 벚꽃십리길

(Beotkotshimni-gil)

� 금천체육공원

(Geumcheon Sport Park)

� 금천패션타운

(Geumcheon Fashion Town)

관악구
Gwanak-gu

구로구
Guro-gu

안양시
Anyang-si

광명시
Gwangmye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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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Geumcheon-gu Council,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금천구의회

[우편번호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로 73길 70 (시흥동)

전 화 : 02-2627-2125 | 팩 스 : 02-2627-2126

찾아오시는 길

■ 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김두성

■ 편 집 : 금천구 의회사무국

■ 인쇄처 : 애드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