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5(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착공식

반갑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에 좋은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착공을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잘 준비가 돼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듣기 좋은 봄소식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33만 시민과 함께
자축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말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완공돼서
입주가 될 것이고 또 주변 일도 정리가 되면서
산과 들, 하천이 잘 어우러진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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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이는 산이 저쪽으로는 괴화산,
저 멀리는 전월산이 보이고
뒤쪽에도 고루고루 모여서 정말 좋은 입지를
잘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는 광역복지센터가 들어서서
우리 체육센터와 함께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이름이
‘사이를 잇다’입니다.

자연과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모양만 멋진 것이 아니라
내부 시설들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쓰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라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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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불편할 게 전혀 없는
시설로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도시를 계획할 때
‘장애없는 도시, 즉 barrier free 도시’로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애없는 도시는 역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도시 설계에 반영했는데
이 건물 역시 그런 이념을 담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특히 장애인들,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런 하자 없이,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없이 멋진 건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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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시 인구가 33만 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될 때쯤 되면 거의 4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살게 되고,

장애인 숫자도 아마도 그때쯤 되면
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 또 하나의 욕심을 부려서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빙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빙상장은 지금부터 설계 들어가면
2022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여기에 장애인체육회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뒷받침을 잘 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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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비장애인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여러분들께 체육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생존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필요로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형 체육시설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잘 만들어 드릴테니까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장애를 딛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체육활동 하면서 훌훌 떨쳐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애를 이겨내고
또 비장애인들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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