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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사말 A Chairman's greeting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지런한 의회,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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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정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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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정 
제16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입니다. 

지난 1년간의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의 모습을 담은 ‘금천의정’ 제16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금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간 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금천의정 발간은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부디 금천의정이 구민과 의회를 이어주는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는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꿀수록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희망을 꿈꾸는 구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금천구의회가 금천구민의 소중한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금천구의회 의장 정 병 재

Hello, This is Chung Byung Jae, the chairman of 
Geumcheon-gu council. 

I am very happy to publish this sixteenth newsletter containing Geumcheon-gu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in 2014.  

Considering our past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thought that there were 

somewhat insufficient and regretful parts. But I think that it was the time for 

us to make an effort to achieve the prosperity of Geumcheon-gu and to bring 

the inhabitants more happiness.

We published this Geumcheon-gu council’s newsletter in order to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and Geumchoen-gu council. We hope that 

this newsletter will be a good communication channel to make the residents and 

the Geumcheon-gu council more close.

It is said that the future will be made as we desired. If we dream better future, 

the brighter future will wait for us. Geumcheon-gu is the district where many 

residents who hold hope in their hearts live . Geumcheon-gu council will do our 

best to make The precious dreams come true.

Thank you. 

February 2015

Chung Byung Jae
The chairman of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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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구 다 선거구

나 선거구
라 선거구

비례대표

가산동

Gasan dong

독산1동

Doksan 1 dong

시흥1·4동

Siheung 

1·4dong

독산

2·3·4동

Doksan 

2·3·4dong

시흥

2·3·5동

Siheung 

2·3·5do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776

010-4068-2535

02-2627-2233

hikkw1004@naver.com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776

010-4068-2535

02-2627-2233

hikkw1004@naver.com

김경완    Kim Kyeong-Wan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777

010-3185-4847

02-2627-2233

kyj4948k@naver.com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777

010-3185-4847

02-2627-2233

kyj4948k@naver.com

김용진    Kim Yong-Jin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778

010-5413-9196

02-2627-2233

cg5269@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778

010-5413-9196

02-2627-2233

cg5269@hanmail.net

박찬길    Park Chan-Kil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123

010-2515-7253

02-2627-2234

tae7253@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123

010-2515-7253

02-2627-2234

tae7253@hanmail.net

백승권    Back Seung Kwon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122

010-5337-8060

02-2627-2127

tskang8060@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122

010-5337-8060

02-2627-2127

tskang8060@hanmail.net

강태섭    Kang Tae-Seob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408

010-7311-5018

02-2627-2234

boston0419@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408

010-7311-5018

02-2627-2234

boston0419@hanmail.net

류명기    Ryu Myeong-Ki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775

010-3210-6378

02-2627-2233

md6378@naver.com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775

010-3210-6378

02-2627-2233

md6378@naver.com

김영섭    Kim Young-Seob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409

010-5257-5131

02-2627-2234

whitemot@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409

010-5257-5131

02-2627-2234

whitemot@hanmail.net

박만선    Park Man-Sun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444

010-5201-0176

02-2627-2127

cbj0176@hanmail.net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444

010-5201-0176

02-2627-2127

cbj0176@hanmail.net

정병재    Chung Byung-Jae

사무실

휴대폰

팩 스

이메일

•

•

•

•

02-2627-2779

010-3743-1282

02-2627-2233

leeko1282@naver.com

•

•

•

•

Office

Mobile

Fax

E-mail

02-2627-2779

010-3743-1282

02-2627-2233

leeko1282@naver.com

이경옥    Lee Kyun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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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

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5.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

임을 진다.

금천구 의회 의원 일동

1. Councilors, as the representatives of all district residents, must diligently represent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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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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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ility in public 
and private activities relating legislative activities.

Councilors of Geumcheon-gu Council 

The Councilor’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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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 property, interests, or positions related to their jobs 
nor mediate an improper acqusition of those for others regarding their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and others, During their terms of office, 
they are not permitted to hold the positions and offices prescribed in Article 35 of the Local 
Autonomy Article of no dual deliberation : Any bill voted down at the council cannot be 
introduced or submitted during the same session.

The Councilor’s roles

•The counc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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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ncilor audits and inspects the executive’s administrative affairs while handling the 
civil petitions submitted by district residents.

•The counc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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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or’s code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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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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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 강령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시대적 사명을 띠고 선출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의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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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역할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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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ㆍ처
리하며,

•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
장ㆍ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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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of the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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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s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의회운영위원회
Committee on Council 

operations 

행정재경위원회
Committee on Admin-
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복지건설위원회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의정팀
Council administration 

team 

의사팀
Proceedings team

홍보팀
Public Relations team

의회사무국

Secretariat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전문위원

Legislative advisor

의장단

위원회

의장단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각 2년이며,  의

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

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

회운영ㆍ행정재경ㆍ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ㆍ운영한다.

Chairman and Vice Chairman

Among all councilors, 1 Chairman and 1 Vice Chairman are elected by secret ballot, each 

of whom has 2 – year term of office. The former represents the council, arranges council 

proceedings. keeps the council in order and supervises council affairs while the latter acts 

for the chairman under given circumstances.

The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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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fare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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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정병재    
Chairman 
Chung Byung-Jae

부의장 강태섭    
Vice Chairman 
Kang Tae-Seob

의장

Chairman

부의장

Vice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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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소관하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

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

적인 회의진행 등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행정재경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

위원회는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

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

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

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 등에 노력하고 

있다.

Commitee on council Operations

Th e  C omm i t e e  o n  C oun c i l  t o 

Opertations consists of six members 

and manages overall affairs re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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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is composed of 

four members and controls matters 

of the Director of Audit & Inspection,  

P l ann 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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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류명기 
Chairman 
Ryu Myeong-Ki

부위원장 김용진 
Vice Chairman 
Kim Yong-Jin

위원 김경완 
Member 
Kim Kyeong-Wan

위원 박찬길 
Member 
Park Chan-Kil

위원 김영섭 
Member 
Kim Young-Seob

위원 이경옥 
Member 
Lee Kyung-Og

부위원장 류명기 
Vice Chairman 
Ryu Myeong-Ki

위원장 박만선 
Chairman 
Park Man-Sun

위원 김용진 
Member
Kim Yong-Jin

위원 강태섭 
Member 
Kang Tae-S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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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20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문

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관한 사

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주민들

의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교통난 해

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하

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구

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다. 

감사결과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60건

- 건의 사항 : 87건

- 모범 사례 : 21건

위원회 구성 : 9인 

- 위 원 장 : 박만선 의원

- 부위원장 : 이경옥 의원

- 위    원 : 김경완 의원, 박찬길 의원,

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

감사기간 

- 2014. 9. 15.(월) ～ 9. 23.(화) 9일간

Commi t t e e  on  We l f a r e  and 

Construction 

The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is made up of five 

members and deliberates on matters 

of the Welfare&Culture Bureau, 

Urban Environment Bureau, and 

Sa f e t y&Cons t r u c t i on  Bu r e au . 

The Committee makes an effort 

to gather and reflect the voice of 

residents including improvement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dvancement of welfare, and the 

reduction of congestion.

Special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2014)

 

Composition : 9 members

- Chairman : Park Man-Sun

- Vice chairman : Lee Kyung-Og

- Members : Kim Kyeong-Wan, 

Park Chan-Kil, Kang Tae-Seob, 

Kim Young-Seob, Kim Yong-Jin, 

Back Seung-Kwon, Ryu Myeong-Ki

Period of inspection : Sep 15, 2014 ~ 

Sep 23, 2014(9days)

Results of inspection 

- Requests : 260

- Proposals : 87

- Exemplary cases : 21

위원장 백승권 
Chairman 
Back Seung-Kwon

부위원장 박찬길 
Vice Chairman 
Park Chan-Kil

위원 김경완 
Member 
Kim Kyeong-Wan

위원 김영섭 
Member 
Kim Young-Seob

위원 이경옥 
Member 
Lee Kyun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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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20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 : 9인 

- 위 원 장 : 박찬길 의원

- 부위원장 : 김경완 의원

- 위    원 : 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 박만선 의원, 

이경옥 의원

의안 심사 내역

회기

182회 1차 정례회

184회 2차 정례회

185회 임시회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의안명 처리 결과

사무국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

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및 일반직원을 둔다.

Secretariat 

The secretary-general, technical 

experts, legislative director, proceeding 

director, public relations director and 

general employees act as assistant to 

the councilors. 

 전문의원

   •의안의 심사

   •의사진행 보좌

 의정팀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의회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의회 청사ㆍ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문서, 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영상기록, 회의 중계, 녹화 및 사진촬영 

   •의회운영위원회 진행 보좌

 의사팀

   •의회의 회의집회 요구서 처리

   •본회의 진행보좌

   •회의록 작성ㆍ발간ㆍ관리 및 녹음ㆍ열람ㆍ복사 관리

   •의안의 접수, 인쇄 및 위원회 회부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진행보좌

 의회홍보팀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의정 홍보물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관리

   •언론매체 보도지원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의정모니터, 청원 및 진정민원 처리

   •특별위원회 진행 보좌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2014)

Composition : 9 members

- Chairman : Park Chan-Kil

- Vice chairman : Kim Kyeong-Wan

- Members : Kang Tae-Seob, Kim Young-Seob, Kim Yong-Jin, Back Seung-Kwon, 

Ryu Myeong-Ki, Park Man-Sun, Lee Kyung-Og

Legislative advisor
·audit bills
·Proceeding assistance

Administrative affair team 
·Establ ishing and adjusting basic 

operational plans
·Registration and record administration 
·Things about ceremony and security
·Things about councilor’s welfare
·Compilation, execution, settlement of 

budget
·Maintenance of office building and 

facilities
·Personnel management 
·Things about documents,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in conference
·Recording conferences
·Proceeding assistance on Committee on 

council Operations  

Proceeding team
·Handling assembly request
·Proceeding assistance of Plenary session
·Taking and publishing minutes
·receiving and Printing bills and sending 

bill to committees 
·Keeping documents on file
·Proceeding assistance on 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 and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Public Relations team
·Establishing Public relations plans
·Publishing Public relations materials and 

making Public relations articles
·Media assistance
·Collecting and preserving data on council
·Maintenance Internet homepage of 

council
·Things about council monitors, petitions 

and civil complaints
·Proceeding assistance on special 

committees
·Taking photos about counci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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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5회 임시회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83회 임시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81회 임시회

제180회 임시회

제179회 임시회

제178회 임시회

제177회 임시회

제176회 임시회

1

28

5

19

7

1

1

5

5

6

2014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1월 15일 ~ 2014년 12월 12일

2014년 10월 24일 ~ 2014년 10월 28일

2014년 9월 12일 ~ 2014년 9월 30일

2014년 7월 18일 ~ 2014년 7월 24일

2014년 7월 4일 ~ 2014년 7월 4일

2014년 5월 1일 ~ 2014년 5월 1일

2014년 4월 18일 ~ 2014년 4월 22일

2014년 3월 14일 ~ 2014년 3월 18일

2014년 2월 7일 ~ 2014년 2월 12일

회기 기간 일수

0

-

-

-

-

-

-

-

-

-

50

23

4

2

4

1

12

2

1

1

53

25

4

3

4

1

12

2

1

1

3

2

-

1

-

-

-

-

-

-

53

25

4

3

4

1

12

2

1

1

총계

조례안

승인안

예산안

결의안

청취안

계획안

요구안

선임안

기타

부결원안 가결
접수

수정 가결

처리 결과
처리구분

2014년도 금천구의회 회의 개최 내역

2014년도 금천구의회 의안 처리 통계

1. Enactment, revision and abolishment of ordinance

2.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of budget bills

3. Approval of settlement

4.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rental fee, commission,

contribution and local taxes 

5. Establishing and operating fund

6. Acquisition and disposal of property by presidential decree

7. Establishing and disposal of public facilities by presidential 

decree

8. Abandonment of duties and rights exept prescribed regulations

by law and ordinance

9. Acceptance and handling of civil petitions

10.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11. And many things prescribed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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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2014.2.7 ~ 2.1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5.1 ~ 5.1)

1.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3.14 ~ 3.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7.4 ~ 7.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4.18 ~ 4.22)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계획)

8.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제176회

제179회

제177회

제180회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7.18 ~ 7.24)

1.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1차 정례회(2014.9.12 ~ 9.3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10.24 ~ 10.28)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4.12.31.)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결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차 정례회(2014.11.25 ~ 12.15)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1회

제182회

제183회

제185회

제184회

2014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

2014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의안 처리 현황

회기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

회기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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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제7대 전반기를 이

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민 봉사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금천구의회는 2014년 7월 4일 제7대 의회 출

범 이후 최초로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

원 전원 투표를 통해 의장에 정병재 의원, 부

의장에 강태섭 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병재 의

장은 10명의 구의원 중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예를 안

았다. 

정병재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

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통

해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을 통해 금천구민의 마

음을 얻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것’을 선언

하는 한편, 의장 임기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

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기를 동

료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강태섭 의원은 재선 의원

으로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강

태섭 부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 및 동

료 의원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

혔다. 

의장단이 확정된 직후 실시된 3개 상임위원장

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류명기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에 박만선 의원, 복지건

설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선출된 제7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2016년 6월까

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7대 금천구의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개원식

이 개최되었다. 개원식에는 정병재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구의원과 

차성수 구청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정병재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좋은 전통은 계승하

고, 불필요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여 발전적인 선진 의

회상을 정립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

니라 ‘주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

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어 차성수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금천구의회가 되어 주

기를 당부하였다.

제7대 전반기 금천구의회의 힘찬 출발!

제7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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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개원 기념행사를 생략하

고 지역 봉사활동에 나섰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기쁨이 싹트는 나무’

는 지적 장애인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사회 활

동에 참여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일

터다. 7월 24일 오전, 조용하던 작업장에 뜻밖

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지난 7월 1일 개원

한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입소자들과의 만남은 정병재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정병재 의장은 입소자들에게 어려

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가족처럼 

어울려 재미있게 지내기를 당부하였다. 인사를 

끝낸 후 의원들은 두 팀으로 조를 나누어 각각  

작업장 작업 활동과 점심 식사 준비에 참여하

였다. 낯선 만남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른 것도 

잠시, 함께 작업을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

누다 보니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이날 입소자들이 하던 작업은 

화장품 케이스 만들기,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

가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품으로 처리된다. 간

혹 불량품을 만든 구의원이 본의 아니게 입소

자에게 면박을 당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작

업에 참여한 한 구의원은  ‘함께 작업을 해보

니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입소자들도 당당하

게 한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입소자들과 비슷한 처

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업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방에서는 맛있는 냉면이 완성되

고 있었다. 이경옥 의원은 베테랑 주부다운 능숙한 음식 솜씨를 뽐내 

평소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끝낸 후 입소자들과 의원들은 

인근 영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최신 개봉 영화를 감상하였다. 영화 관

람을 끝낸 후 한 입소자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부족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다고 영화 감상평을 전하였다. 

영화 감상을 끝으로 짧지만 의미 깊었던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금천구의회는 원래 이날 개원 기념식을 갖기로 예정하였으나, 7대 금

천구의회의 시작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일로 시작하고자 개원 기념식을 생략하고 그 예산으로 이번 행사를 

갖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

고,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쁨이 싹트는 나무’에 꽃핀 사랑

금천구의회 의원들 개원식 
대신하여 봉사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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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원들이 2014년도 을지연습에 참가하

였다. 정병재 의장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들은 

8월 19일 오전 구청 지하에 위치한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들로부터 연습 상황

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

하하는 한편, 철저한 연습을 통해 유사시 구민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

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관·

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하여 8월 21일까지 계속된

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

졌다. 

9월 3일 정병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혜명양로원과 금천단기

보호센터, 기쁨이 싹트는 나무를 차례로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명

절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간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에 

참가한 한 구의원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들뜬 명절 분위기

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렇게 찾아뵈어 명절의 기

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무척 기쁘다’며 소감을 전

했다.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

들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금천구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되세요

2014년도 을지연습 참가 금천구의회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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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는 1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는 9월 15일 관내 각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되었다. 의원들

은 각각 가산·독산동 지역 과 시흥동 지역 2개 반으로 나누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6일부터 23일 까지

는 집행부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

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면식 감사와 회

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 기간 동

안 복지 분야나 지역 경제 분야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서부터 청렴도 등 집행부 공직자들에 관련한 분

야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인 안전사고가 근래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모습

을 보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68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그 

중 시정 및 요구 사항이 260건, 건의 사항이 87건, 모범 사례 

발굴이 21건을 차지하였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은 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총평

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

감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

여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집행

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철저히 살

피고,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

하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에

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업무를 추진

하여 다음 번 감사 시에는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

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다.

금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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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183회 임시회 중인 10월 27일, 

관내 대형 공사 현장과 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현장과 

독산4동 공영 주차장 공사 현장 등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찾

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최근 잇단 대형 사고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현장 활동에 

동참하여 안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였다. 

이날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박만선 의원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터널형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 질

의하였고 류명기 의원은 공사로 인해 주민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영섭 의원은 

도로 완공 후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 질

문하였다. 정병재 의장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

이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관내 복지관을 찾아 프로

그램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 현장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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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구의원들의 구정 질문이 이어졌다. 구정 질

문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첫 날인 11월 28일에는 강

태섭·김경완·이경옥 의원, 12월 1일에는 박찬

길·류명기·김용진 의원, 12월 2일에는 백승

권·김영섭·박만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강태섭 의원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독산4동 공영주차장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7,800여만원 증액된 사실

을 지적하며 지질조사도 제대로 실

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금천구 

일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문

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김경완 의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

사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덮개형 방음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널과 영업소의 거

리가 짧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해

결책을 촉구하는 등 안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

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질문

을 하였다. 

이어 이경옥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

를 위한 민관 연대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구

립전환 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전환 조건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확산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12월 1일 질문자로 나선 박찬길 의원은 독서실로 

이용되다 현재 비어 있는 독산 1동 기쁨어린이집 

3, 4층을 활용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노인 폐렴 

예방접종 홍보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

하였다. 

류명기 의원은 1번 마을버스 노선을 현재 독산역

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이 

7호선 지하철을 쉽게 이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

해서도 질의하였다. 

김용진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및 어린이집, 유

치원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 점검 실

적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도시가스·고압선·무

선기지국 관련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하였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 질문자로 나

선 백승권 의원은 집행부의 무분별

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판하며 불

법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

에게 단속 될 수 있음을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발송하는‘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

하였으며, 현대시장 화장실 설치 문

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김영섭 의원은 독거노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 질

문하면서, 독거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센터·노인 복지센터·의료 기관 등이 연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

한 질의도 하였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박만선 의원은 다수의 주

민이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을 반대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시

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

의하였다. 

금천구의회 구정 질문 실시

강태섭 의원

박찬길 의원

백승권 의원

김경완 의원

류명기 의원

김영섭 의원

이경옥 의원

김용진 의원

박만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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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15년도 예산과 기금운

용계획안이 처리되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

된 2015년도 예산 총 규모는 3,140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40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99억 4천 2백만원이다.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복지 관련 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재

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이 있

지는 않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예산 심사

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금천구의회 2015년도 예산 심사 완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제주도의회 방문

의원 정보화 교육  

문예교실 어르신 방문

탑동 초등학교 어린이 모의 의회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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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22명)
- 의장 : 유지운 /  부의장 : 곽준근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초대 1995. 3. 1.

- 제2대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20명)
- 의장 : 곽준근 / 부의장 : 최병순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대 전반기 1995. 7. 1(1995.6.27.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10개동 10명)
- 의장 : 서복성 / 부의장 : 김영섭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대 전반기 2010. 7. 1.(2010. 6. 2. 제6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2명)
- 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정병재

제3대 전반기 1998. 7. 1(1998.6.4. 제3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10개동 10명)
- 의장 : 정병재 / 부의장 : 강태섭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대 전반기 2014. 7. 1.(2014. 6. 4.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2명)
- 의장 : 김대영,  부의장 : 류은무

제4대 전반기 2002. 7. 1(2002.6.13. 제4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12개동 10명)
- 의장 : 박준식 / 부의장 : 류은무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대 전반기 2006. 7. 1(2006. 6. 13.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

- 동 주민센터 통합(10개동 10명)
- 의장 : 박준식 /  부의장 : 류은무 
- 상임위 명칭 변경(2008. 3. 6.)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대 후반기 2008. 7. 1

 - 의장 : 박준식,  부의장 : 최병태

제3대 후반기 2000. 7. 1.

- 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최안묵
- 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대 후반기 1997. 7. 1.

- 의장 : 김두성 / 부의장 : 강태섭

제6대 후반기 2012. 7. 9.

- 의장 : 이종학(2004. 7. 1 ~ 2006.4.13), 박준식(2006. 4. 27 ~ 2006. 6.30) 
   부의장 : 오길환

제4대 후반기 200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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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의정 포커스]
2014. 10. 30

격려성 방문?…민원 해결 ‘깐깐 감사장’

“덜 발달한 지역이어서인지 금천구민에게 ‘백’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농담을 쏟아내요. 그러니 의

원들이 직접 민원을 챙길 수밖에요.”

정병재 서울 금천구의회 의장은 29일 “예습을 철

저히 해 깐깐하게 현장을 실사해야 구민 행복을 

챙길 수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주민들

의 민원을 해결하자니 밤 10시고 11시고 의원실엔 

불이 켜져 있기 일쑤이지만 그래도 모자란다”고 

손을 내저었다. 김경완 의원은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수십년 업무를 본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

시하려면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구민 문제에 관한 한 깐깐하다는 점은 지난 27일 

사례에서 잘 드러났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현장

에 나타난 구의원들 얘기다. 구의원들이 앞장서

서 서울시 예산 72억원을 따내 건설되는 주차장

이기에 현장 방문도 격려 차원으로 끝날 것 같았

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장은 

미니 감사장으로 바뀌었다. 공사 담당자로부터 

브리핑을 듣던 강태섭 부의장의 목소리가 높아진

다. 그는 “설계변경으로 들어간 빔 40개 설치비

만 2억 5000만원”이라면서 “착공 전에 지질검사

를 하지 않았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어 

“지질검사가 4곳은 이뤄졌어야 하는데 1곳만 검

사를 하고 이제야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공

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

다.

다른 의원들도 현장을 예리하게 살폈다. 정 의장

은 “공사로 인해 주변 주택 벽에 균열이 발생하

는 등 적잖은 피해를 주는 것 같다”며 “공사 과정

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발생한 문제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권 건

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

요하지만 곧 겨울인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며 “콘크리트 타설 등

의 작업에서 반드시 규정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

다. 의원들은 인근 주민을 현장에 불러 의견을 경

청하기도 했다.

▲ 서울 금천구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대일보 2014. 07. 07

의장 정병재 의원, 부의장 강태섭 의원 선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제7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봉사
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금천구의회는 7월 4일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최
초로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투표를 
통해 의장에 정병재 의원, 부의장에 강태섭 의원
을 선출하였다. 
정병재 의장은 10명의 구의원 중 최다선인 5선 의
원으로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병재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집
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을 통해 금천구민의 마음을 얻는 신뢰받

는 의회를 구현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의장 임기
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힘
을 보태어 주기를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강태섭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강태섭 부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 및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장단이 확정된 직후 실시된 3개 상임위원장에
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류명기 의원, 행정
재경위원회 위원장에 박만선 의원, 복지건설위원
회 위원장에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선출된 제7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2016년 6월까지다.

시민일보  2014. 09. 11

금천구의회 올 1차 추경안 12일 심의
19일간 정례회 일정 돌입…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등 실시

이달 12~30일에 총 19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에는 ▲구청에서 제대로 구정을 운
영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
입·세출안의 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
의 등과 함께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구의회는 ▲생활안정기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공
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선거로 제7대 금천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으
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은 물론이고 재선 
이상 의원들도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정례회를 위한 준비를 꾸
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주민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싶
은 주민은 전화(02-2627-2747)나 구의회 홈페
이지(council.geumcheon.go.kr)를 통해 정례회 
방청신청을 하면 된다.  

 2014. 09. 11 서울 금천구의회가 12일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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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역사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금천구는 예로부터 

경기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다스렸다고 

하나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고, 4세기말부터 고구려의 영

토로 편입되어 잉벌노현(仍伐奴縣)이라는 명칭으로 불리

게 되었다. 잉벌노란 '뻗어나가는 땅‘ 또는 '넓은 들'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이후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경

덕왕 16년(757년)에 곡양현(穀壤縣)으로 개명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태조23년(940년)에 금주(衿州)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옷깃 금(衿)자와 인연을 맺

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줄곧 금주로 불리

다가 조선 태종13년(1413년)에 금천현(衿川縣)으로 개칭

되었다. 금천현이란 이름은 이후 정조 19년(1795년) 시흥

현(始興縣)으로 변경될 때까지 380여 년간 불리었다.

조선 정조 19년(1795년)에 시흥현(始興縣)으로 다시 명칭

이 바뀌었고 다시 1895년에 시흥군(始興郡)으로 승격되

었는데 관할구역은 지금의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및 안양시와 광명시의 일부지역까지 포

함하고 있었으며 군청은 지금의 시흥5동 지역에 있었다. 

1963년에는 영등포구에서 1980년에는 구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9개 자치구 설

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1995년 3월 1일 독산동 및 시흥동

지역 전역과 가리봉동 일부 지역을 가산동으로 명칭을 변

경하여 금천구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Th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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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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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in A.D. 940 
(2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Goryeo 
Dynasty) to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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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물(사적 제343호) Han wumul(Han well) 
용보(龍洑)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가뭄때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시에는 

군용에 대비하였다.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최초로 만

들어 졌으며, 조선 초기에 다시 만들어졌다. 

도시환경
금천구는 서울특별시의 남ㆍ서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은 광명시, 남쪽은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구로구와 접해있다.

지역의 형태는 신발 모양을 하고 있으며, 1978년에 개통

된 남부순환로가 동ㆍ서간을 따라 구로구, 관악구와 경계

를 이루고, 남북 간으로는 길게 안양천이 광명시와 경계

를 이루면서 경부철도가 나란히 지나고 있으며, 이 구간 

지하에 새로 건설될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할 예

정이다.

또한 시흥대로가 우리구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1번 국도

인 경수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서부간

선도로가 시흥대교에서 연결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고

속철도 ‘광명역’(경기도 광명시)이 인접하는 등 서울의 

남ㆍ서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지역경제

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에 의거 196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된 한

국산업단지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제2, 3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약1,100여개 제조업체가 입주 

해 있으며, 공단 내에는 다수의 의류상설 할인매장이 조

성되어 쇼핑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지역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류ㆍ모피 등 패션

디자인산업(2단지)과 지식ㆍ정보통신산업전문단지(3단

지)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소규모 공장이 독산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

고, 시흥3동에는 1987년 대규모로 조성된 시흥산업용재 

유통센터와 중앙철재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산업 유통기

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eography
Geumcheon-gu is located at Seoul's southwestern 
edge. Gwanak-gu is to its east, and Gwangmyeong 
City is to its west. It shares borders with Anyang 
City to the south and Guro-gu to the north.
The area is shaped somewhat like a shoe shape. 
Nambusunhwanno, which was completed in 1978, 
marks its eastern and western borders with Guro-
gu and Gwanak-gu. Anyang-cheon, which runs 
parallel to the Gyeongbu Expressway, marks the 
north-south border with Gwangmyeong City. The 
planned Gangnam beltway will pass through the 
section to the south.
Siheungdaero will penetrate the center of the 
Geumcheon-gu and will be linked to Gyeongsu 
saneopdoro, Korea's number one national road, 
and the Seohaean (West Coast) Expressway so that 
the Seobu expressway will be used as a connecting 
road at the Siheung Bridge. The KTX station, 
“Gwangmyeong (Gwangmyeong-si, Gyeonggi-
do)” is located nearby, meaning that the area will 
become an important transportation point for 
south-west Seoul.

Local Economy
Geumcheon-gu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industrial areas in Seoul. In accordance with 
Korea's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Complexes (now called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began in 1965. Now
there are about 1,100 manufacturing companies 
nestled within this area.
This area is also a shopper’s paradise with its 
myriad of permanent discount stores for clothing. 
To transform this complex into an engine of growth 
that produces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government intend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design industry, specializing in 
clothing, fur, and more (the 2nd Complex) and of 
the knowledge and IT industry specialized complex 
(3rd complex).
This area functions as a distribution center for 
industrial goods due to the large number of small-
sized factories throughout the Doksan-dong area.
A gigantic industrial shopping center created in 
1987, “Siheung
Industrial Tool Shopping Center,” is also located in 
Siheung 3-dong.

가산 디지털단지 전경 A panorama of the Gasna digit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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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지표

● 인구 : 104,264세대 / 240,853명 - 2014년 1월 기준 (남123,346명, 여117,507명)

● 주택보급률 : 97.5%(2012년 기준)

● 자동차 등록대수 : 78,934대(2013년 기준)

● 행정구역 : 10개동 (362통 2,962반)

● 학교 : 35개교 (초등학교 : 18개교 / 중학교 : 10개교 / 고등학교 : 6개교)

● Population : 104,264 households /240,853 people (male 123,346, female117,507)

● Diffusion ratio of house : 97.5%

● Car registration : 78,934 cars

● Administration District : 10 Dong(362Tong 2,962Ban)

● Schools : 35 (18 elementary shools / 10 middle schools / 6 high schools)

가산동 패션 아웃렛  Fashion outlet malls in Gasan digital complex 안양천 벚꽃 Cherry blossom trees beside the Anyang stream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녹지 지역

가 산 동

독 산 1 동

독 산 2 동

독 산 3 동

독 산 4 동

시 흥 1 동

시 흥 2 동

시 흥 3 동

시 흥 4 동

시 흥 5 동

Residential zone

Commercial zone

Semi industrial zone

Green belt

Ga-san dong

Dok-san 1 dong

Dok-san 2 dong

Dok-san 3 dong

Dok-san 4 dong

Si-heung 1 dong

Si-heung 2 dong

Si-heung 3 dong

Si-heung 4 dong

Si-heung 5 dong

6.54㎢

0.19㎢

4.197㎢

2.663㎢

2.563㎢

2.08㎢

0.61㎢

0.92㎢

0.59㎢

1.71㎢

1.26㎢

1.07㎢

0.87㎢

1.39㎢

전체 면적  Gross Area  13.063㎢

동별 면적(㎢)  Extent per dong

•

•

•

•

•

•

•

•

•

•

금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The Geumcheon-gu 
Council is always 
open to the public

http://council.geumcheong.go.kr  

Tel _ 02)2627-2442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금천구의회 전화번호

방청안내

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정보소

외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들을 전면배치해, 편리성

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인을 위해 모니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해 글씨크기를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적용하는 등 

웹접근성을 크게 향상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기존의 국문홈페이지 및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구의원

들의 친숙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원별 홈페이지도 새

롭게 단장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구민의 다양

한 의정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의회! 주민을 섬기는 의회! 금천구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

여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원하시

면 금천구민이면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개 및 방청안내 How to visit internet home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