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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늘 같이 일하던 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다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5-1 생활권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2개 중 하나로 지정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산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대회도 열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모아져야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좋은 도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추진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오늘 개소하게 되는 합동사무소입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들을 각각 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모여서 크고 작은 일들을
신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은 많은 전문가들,
서울에 있는 각 대학들과 참여기업들이
많이 계시는 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여러차례 요청드려서

꼭 현장에 합동사무소 설치를 해야겠다 말씀드려서
국토부에서 귀한 결정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의 중심에는 국토부, 행복청, LH공사가 있고
정재승 교수님께서 지휘는 해주시겠습니다만

먼저 시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도담동에서 리빙랩을
개설해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록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이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합동사무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됐고,
자율주행 특화도시로도 지정되어서 국토연구원,
대학, 기업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해서

그 연구결과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지역에
접목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면
공공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수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외에도 국토부, 행복청, LH공사에서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모든 일을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종시가 세계적 스마트도시가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시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합동사무소에 잘 참여해
어느 기관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