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26(금)- 창업키움센터 개소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도 오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주 전 즈음에 이 건물이
잘 되고 있는지 왔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았겠지 싶었는데
오면서 얘기 들으니
이런 준공식하고 입주식 할 때 비오면
뭐가 잘 된다죠?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는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와 산업도 어느 정도
기틀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세종을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야하겠다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마운 분들이
아직은 불편한 분들이 많을텐데도 함께 해주신
15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옛시청이 있었던 이 공간은 경제와
산업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SB플라자는 창업과
과학기술벨트 중심산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지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세종지식재산센터도 생기고,
기업들을 뒷받침하는 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도 테크노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을 만들어 SB플라자에 입주하게 될 것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400억 규모의 건물을
추가로 지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간이 옛날 행정중심이었지만
경제산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서,
세종시의 또다른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잡고 창업하고 기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프라, 생활환경개선, 일자리, 도시문화재생
네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

첫 번째, 두 번째 작업들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일자리 중심 사업에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많은 분들이 조치원에 살고 싶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거라 생각하진 않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조치원이
탈바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곳대로 경제산업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창업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행정수도 세종으로 만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 도시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키움센터가 이름 그대로 쑥쑥 자라서
우리 시의 대목으로 자라나길 빕니다.
진심으로 창업키움센터 개소와 입주를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