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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형위원장,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 환영
9.28,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SNS 통해 기대와 환영의 메시지 전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이 일 화 국회에서 국회 분원 세종 설치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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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원장은 균형위 페이스북을 통해 년 월 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일 만에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특별
자치시에 위치하게 된데 대해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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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야·
당정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 保合大和 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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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던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 <국가균형발전의 날 > 지정 등의 내
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통과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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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환영 성명 전문
.

.

붙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환영 성명 전문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꼬박 6,453일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데 이어
이제 비록 분원이지만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게 된데 대해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與)와 야(野), 당(黨)·정(政)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保合大和)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의 명운이 달린
'지역주도 다극체제의 출발',
그리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통과될 것이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사의(謝意)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