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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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삼중역세권이 되는 청사 앞을 그냥 두자는 것이냐, 누가 개발할 것
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시장은 “과천시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
며 “정부가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3기 신도시 개발이익과 과천시 예
산을 더한 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부지를 등가교
환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

김종천 시장, 변창흠 장관 만나 “청사와 유휴부지
에 절대 주택 안된다”

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재

수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장소보다 주택 호

과천 시민들의 심정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청사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만남은 이소영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어 “장관님도 과천 시민들이 청사 일대에는 절대 주택을 받아들일
수가 중요하니 유연하게 정책을 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종천 시장은 “함께 과천 시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말씀해주시며, 애
많이 써주고 계신 이소영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고

김종천 시장은 변창흠 장관에게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은 안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변 장관은 “2010년~2014년 과천시의회의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
위원회에서 과천비전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 과천 시민
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잘 알고 있고, 과천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아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청사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
해 시가화가 필요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한 뒤, “8.4. 대책 후보택지 모두 사정이 다르니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정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청사에 주택을 짓
는 정책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받아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정부 정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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