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송년사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아산시청 가족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앞서는 게 요즘의 형편입니다.
한결 추워진 날씨 속에 잔뜩 움츠린 시민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경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시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 속에 민선7기 아산시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고향을 위해 헌신할 꿈을 이룬 기쁨과 설렘이
큰 만큼,

한편으로는 온갖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걱정과

무거운 사명감에 어깨 무겁게 민선7기 시정의
첫발을 떼었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그렇게 훌쩍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1,300여 아산시 공직자들은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가다듬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웠으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왔습니다.

짧지만 그런 노력들이 일부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걷혀지고, 상시 관리되는 보안등
으로 인해 도시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시내 주요 교차로 통행도

수월해지는 등 시민 편의가 진전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도시들과
공동대응 지방연대를 선언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구현을 기치로

기후변화대책과와 미세먼지대책팀을 신설해

즉각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0만이 아산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과 충
무교 확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국비 1조 2,9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대형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여의도 면적 규모의 산업단지 10곳 추진,
기업하기 좋고 취업 걱정 없는 경제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산문예회관 건립과 새로운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문화와 여가 기회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성과 아이와 노인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안전 복지도시 구축 등

더 큰 성장 과 행복한 변화 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아산의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산은,

위대한 아산시민은 가진 바 잠재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정은 모든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항상 시민을 두고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산의 변화는 공정과 소통과 화합 속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아산의 성장은 사람 중심의
꼼꼼한 행정 ,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제 33만 아산시민 모두가 손 마주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 발걸음과 기세가 이어져 나날이 나아지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희망의 아산을 만들어갑시다.
그 대열의 맨 앞줄에

저와 아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산시장 오세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