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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합
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김종천 과천시장,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숙고해 달라”
○ 노형욱 장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0일 오후, 이소영 국회 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함
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그동안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윈장 등을 만나고, 청사 유휴지에 김성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을 초대하는 등,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루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청사 일대 지역은 과천의 정체성인 동시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청사 일대는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
직한 방향으로 과천시민이 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노형욱 장관은 “오늘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당시
박영순, 송석준, 허영 의원으로부터도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또 전체 주택
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
고 답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우며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간임에
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
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사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

김 시장은 노형욱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당시, 청사 일대 주택공
급과 관련한 시민들의 심정 등 현안을 전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면담
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해오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4월 28일에는 국토위 소속 박
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4월 30일에는 진선미 국토위원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은 청사 일대 유휴지를 심장과도 같이 생각하

장, 5월 17일에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일대

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라며 “부동산 문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심정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는 등,

해결을 위해 청사 일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청사부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다.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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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또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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