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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세종시에 와 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양승조 충남지사님 고맙습니다.

충청권 전체를 사실상 하나로 묶어서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축을 형성하자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건설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권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고
실제로 하는 일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행동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서로 상충되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할과 기능을 나눠서
담당하게 됐을 때 서로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그 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협조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광역도시계획은
제일 먼저 청주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주는 청주대로 그 주변도시와
청주, 대전은 대전대로 그 주변도시와 대전,
세종은 세종대로 그 주변도시와 세종,

또 공주는 공주, 이렇게 네 군데가
각각 따로따로 중심도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 한계점이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2007년에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립할 때가 됐는데,

이왕 수립하는데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모여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행히 행복청장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 일을 추진해
주셨고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님께서도 뜻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합했으니까 이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들, 국토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만,

좋은 계획 잘 수립해 주시고
저희는 계획이 잘 수립되면 실행 단계에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 끝나고 나면 포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포럼은 어찌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럼은 이제 막 시작한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동의가 이뤄져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메꿔 가는데
큰 지침이 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여러 가지 일로
늘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이번 일은 정말로 모두에게

도움되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이 일이 꼭 성공적인 일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