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카야마 시장 메일 매거진(135)」 레이와 6월 7일호 

 

【오카야마시는 새로운 도약을 향해 멈춰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고향 오카야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벌

써 7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카야마시의회에서 차기 오카아마시장선거 출마를 표명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말 중에는 「불역유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것은 사물의 본질은 바꾸지 않고 시대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도입한다는 의미

입니다. 

 

저는 항상 오카야마시의 새로운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와 「살기 편함」 「든든함」 

「안전·안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바꿔야 할 것은 

바꿔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 정비·개발, 경제·교류, 육아, 교육, 건강·복지, 

환경, 안전·안심 등, 모든 시책을 하나 하나 신중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8년간, 오카야마시의 「종합적 능력」은 착실하게 높아진 한편, 저

출산 고령화 등 종래의 구조적인 과제에 더해 탈탄소 사회의 추진이나 SDGs

의 이념의 실현 등, 새로운 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현재 시정 최대의 과제

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시책 전개 또한 필요로 여겨지

는 동시에 미래 세대로 부담을 미루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오카야마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카야마시는 지금, 더 큰 도약을 위해 착실히 전진해가고 있으며 이 움직임

또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시코쿠의 거점 도시 오카야마는 아직도 높은 잠재 

능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란 오카야마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아직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완전 종식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착실히 추친해 나가

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뢰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투명성을 확보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다음 기에도 

시정을 담당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진두지

휘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오카야마시의 「살기 편함」 「든든함」 「안전·안

심」의 세 가지 요소들을 한층 더 갈고 닦아 시민 누구나가 오카야마시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실현을 향해 전력을 다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