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물건,이래도 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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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 및 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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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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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및 시민들 보행 방해

거제시에서는 노점상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국가나 시 소유의 땅을 마치 노점상들 소유인 양 권리금의 명목으로
암묵적으로 사고판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도로 점용료와 점포세를 안 내니 인근 점포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를 얻어 물건을 파는 정직한 시민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며, 환불이 안 돼 언성이 오고갑니다.

보도는 시민들이 편히 걸어 다니도록, 차도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만들었는데
노점상들이 물건을 무단 적치하여 한두 사람, 유모차 한 대 정도 다니게 하고
차량 흐름도 방해하여 경적 소리로 시민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폐·오수 방류
생선 판매 노점은 생선을 씻은 물을 도로상으로 무단 방류하여 도로를 파손하고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며,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 엉망
도로상에서 제대로 된 냉장시설 없이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부패할 수도 있고,
출처와 경로를 알 수 없다 보니 어떤 음식이 여러분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초질서의식이 전혀 없다
단속을 하면 본인도 불법 노점을 하면서 다른 노점 다 치우기 전에 절대 못 치운다는
상식 밖의 논리를 내세우며 노점상끼리도 자리싸움을 빈번하게 합니다.

적반하장격이다
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철거하려 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노점상에 대해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행정을 믿고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노점 물건을 사지 않으면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뜰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암묵적으로 권리금이 오가는 현실이라면 그만큼 수익을 올리기 때문일 겁니다.
시민 여러분! 거제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 보행권 회복을 위해 노점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노점상을 두둔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바라본 후 저희 행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지금 거제의 중심 고현 사거리는 노점상들로 인해 도시 가로환경이 아주 엉망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