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구 현황

선거구명

성 명

선거구

1

홍인표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2

이만규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1

김재우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2

장상수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3

윤기배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

4

안경은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1

김대현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2

임태상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1동, 평리3동, 원대동

1

박우근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2

윤영애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1

박갑상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2

김지만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3

김혜정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

4

하병문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문동

5

김규학

관음동, 읍내동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6

Daegu Metropolitan Council

(2020. 6. 30. 현재)

선거구명

성 명

선거구

1

강민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2

김동식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3

전경원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4

김태원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1

이영애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2

송영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3

김성태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4

황순자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5

정천락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6

배지숙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1

강성환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2

김원규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이태손

미래통합당

이시복

미래통합당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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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혁 및 조직
■ 의회연혁
1952. 4. 25 : 제1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9명)
1956. 8. 8 : 제2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3명)
1960. 12. 19 : 제3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4명)
1961. 5. 16 :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
1991. 6. 20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의원 선거(28개 선거구 28명)
1991. 7. 8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개원(4개 상임위원회)
1992. 2. 20 :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분리
1993. 7. 8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5. 1. 1 : 대구직할시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명칭변경
1995. 3. 1 : 경상북도 달성군 편입(31개 선거구 31명)
1995. 6. 27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41명 : 지역 37, 비례
1995. 7. 10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1996. 12. 30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8. 6. 4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1998. 7. 2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0. 7. 3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2. 6. 13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7명 : 지역 24, 비례
2002. 7. 3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4. 7. 2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6. 5. 31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2006. 7. 4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8. 7. 4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0. 6. 2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2010. 6. 2 : 대구광역시교육의원 선거(5명)
2010. 7. 5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2012. 7. 5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4. 6. 4 :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30명 : 지역 27, 비례
2014. 7. 2 :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2016. 7. 3 :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8. 6. 13. :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30명 : 지역 27, 비례
2018. 7. 2. :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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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3)

3)

3)

3)

■ 의회구성
• 개 원 : 2018. 7. 2. (제8대 의회)
• 의 원 : 정원 30명(지역 27명, 비례 3명)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30

2

4

2

2

5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4

6

2

3

○ 당적별 : 미래통합당 23, 더불어민주당 5, 무소속 2
○ 성 별(30명) : 남 23, 여 7
○ 연령별(30명) : 30대 1, 40대 3, 50대 8, 60대 16, 70대 2

• 조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윤
리
특
별
위
원
회

5

11

5

문
화
복
지
위
원
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7

6

6

6

6

운
영
위
원

육
위
원

※ 비상설 특별위원회(2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7명), 통합 신공항 건설(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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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 조직
• 조 직 : 사무처장, 1정책관, 2담당관, 7전문위원, 12팀, 1비서관
사 무 처 장

의정정책관

총

의

무

사

팀

팀

장

장

홍보담당관

비
서
관

공
보
팀
장

입법담당관

전문위원

입
법
정
책
팀

운 기 문 경 건 교 예

시
민
소
통
팀
장

획 화 제 설

산

행 복 환 교

결

영 정 지 경 통 육 산

• 정원 및 현원(’ 20. 1월 기준)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91

1

9

13

28

31

9

현원

92

1

8

14

28

36

5

의
정
정책관실

정원

33

1

1

3

12

11

5

현원

33

1

1

3

10

13

5

홍
보
담당관실

정원

15

1

2

4

5

3

현원

15

3

4

8

입
법
담당관실

정원

12

1

1

3

7

현원

13

1

1

3

8

전
문
위 원 실

정원

31

6

7

9

8

현원

31

6

7

11

7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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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집
의원논단 052
의원단상 082
특별기고 104
학계논단 118
자유기고 166

의원논단

엑스코 제2전시장 건설
– 지역 마이스 산업 도약의 계기를 삼아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장상수

서론
대구시는 2021년 6월까지 산격동 엑스코 옆 기업관부지 일원에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할 것을 지난 2016년 말에 결정했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대구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통해 ‘1층 기준 전시공간’ 약 3만㎡를 확보함으로써 산업통상자
원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톱 전시회’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국제전시회 유치를 위한 엑스코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이후 예정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인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세계 관계자들 앞에서 대구의
엑스코가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장으로 새롭게 변모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론
마이스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전시컨벤션을 통하여 산업정보가 집결되고, 바이어와
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개최지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컨벤션은 관광여행업, 음식숙박
업, 운수교통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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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이스(MICE)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
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이와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마이스관광산업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
산업(17개) 중의 하나로 선정,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마이스산업을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 산업으로 선정했으며, 문재인 정부
는 ‘2017년 관계부처합동 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방안으
로 마이스산업 유치 다양화 및 지원확대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1. 마이스산업의 중요성
마이스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산업종사자 및 연관 산업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다. 시설임대업 외에 숙박, 인쇄, 통신, 문화, 운송, 광고, 이벤트, 오락, 행사기획,
시설 장치, 서비스 등의 산업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
과가 GDP대비 0.45%(4.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방한 외국관광객들의 체재일수를 비교해보면 일반
관광객의 평균 체제일수는 4박5일이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평균 체제일수는 7일로서 약
2.5일의 차이가 있고, 마이스 참가자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에
이른다고 한다.

의회보 제20집

53

의원논단

2. 대구 마이스산업의 현황
마이스산업 국제협회연합(UIA)기준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 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
하지만 도시별로 보았을 때 서울은 3위, 부산은 9위, 제주는 19위, 인천은 26위에 이어
우리 대구시는 27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7년 UIA기준)
대구시의 엑스코는 일산 킨텍스(10만8,566㎡), 부산 벡스코(4만6,380㎡), 서울 코엑
스(3만6,007㎡)에 이어 네 번째(2만 2,159㎡)로 크지만 그간 전시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형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년 2월 엑스코 제2전시장이 완공되면 1만5천
여㎡의 전시공간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세계가스총회뿐만 아니라 대형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고, 특히 제2전시장의 경우 자체 태양광설비를 갖춘 그린컨벤션센터로 건립할
예정이다.

3. 타 시도 컨벤션 시설 건립 현황
현재 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네 곳이다. 경기 수원과 울산･대전은 신축,
대구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개장하는 수원메쎄는 전국 최초로 민간 전시주
최사(PEO)인 메쎄이상이 운영한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는 내년 말 준공, 다음해인 2021
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대전은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 부지 내에 7,500㎡ 규모의
전시장이 포함된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2021년 12월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는 7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5,000㎡ 전시장이 포함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를 건립하고, 부산은 해운대 올림픽공원 부지에 2만2,638㎡ 규모의 벡스코 제3전
시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는 전시장 10만㎡, 회의시
설 2만㎡의 전시컨벤션센터 등 시설이 포함돼 있고, 35층 높이의 제2무역센터, 야구장,
특급호텔 등 단지 개발 사업비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적격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
할 계획이다.

54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장상수

킨텍스는 7만㎡의 제3전시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4. 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
하지만 전시컨벤션센터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운영 적자를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작정 지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살림만 축내는
하얀 코끼리’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15곳의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

코엑스, 킨텍스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해마다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부산지역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부산지역 마이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마이스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문제, 행정기관 관련 중앙정부
의 지원 미흡, 인프라 및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부족, 기업측면에서는 마이스서비스 기업
의 전문성 취약이 가장 큰 문제로 문제점을 들고 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도 지역이라는
한계점에 따른 문제점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안
이러한 문제점들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2천4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내실화
보다 성장성과 가능성을 높이 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이 시대를 반영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대구시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본 의원은 대구시가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특성, 그리고 부가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을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부가가치 확대방안들에 대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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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8월 엑스코는 장기 계획 발표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자체 주관 전시회
연 25회 및 해외 진출 추진 △일자리 창출과 벤처 육성 지원 △청소년 마이스 교육 및
장학금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00억 원, 전시장 가동률
65%를 목표로 잡았다. 핵심 전략은 국제화 운영 시스템 구축과 전시 사업 대형화, 자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시대적 환경변화와 국내외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여 엑스코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수시로 연구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엑스코 주변에 마이스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엑스코 맞은편 대불공원에 ‘한국의 문화’와 ‘대구’라는 도시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은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불공원을 ‘대구시’와 ‘대구 정신’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하자. 대구는 동방성리학
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본고장으로 명예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선조들의 기풍이 현재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사재를 털어 신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막은 대구판관
이서와 사재를 털어 금호강 팔달진에 돌다리를 놓아 주민이 쉽게 통행하게 한 대구판관
서유교(徐有喬)의 이야기는 ‘대구 정신’을 말할 때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불공원에
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의미가 상통하는 ‘대구 정신’의 스토리를 가진 세 분의
공덕비가 있다. 수리 시설이 없어 가뭄이 들 때마다 흉작으로 주민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돈수 당시 산격수리조합장은 자신의 가죽제조공장을 처분하고
가족의 생계수단인 전답까지 팔아 배자못의 수리 공사를 완공했다. 주민들은 이돈수의
숭고한 공적이 지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 뜻을 기리고자 유공비를 세웠다. 서정도는
능금왕’으로 불릴 정도로 큰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신기동 주민 100여 가구에 일자리를

‘

제공하고, 전기시설, 도로 확장, 쉼터를 마련해 주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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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덕비는 대구가 국채보상운동 발상지답게 기부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엑스코를 방문하는 국내외 내빈들에게 대구가 따뜻한 도시, 품격 높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줘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엑스코와 도시브랜드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대구시가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에 이어 에너지 관련 3개 총회 중 2개를 개최하게 돼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엑스코는 전 세계에 세계에너지총회, 세계물포럼, 세계
가스총회 등을 개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로 더욱 알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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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정책 방향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규학

최근 우리가 각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4차 산업일 것이다.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미래시대가 곧 4차산업시대’ 라고 인식할 정도로 각종 언론과
도서, 신문 등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
럼에서 의제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
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이른바 디지털 혁명에 의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2016년에 있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의 바둑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의 우수한 성능을 경험하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과 급락을 보면서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3D 프린터
를 통해 물건을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Klaus Schwab에 의하면 4차산업시
대에는 GDP 성장률이 2%를 채 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디플
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어 기업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발달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와의 경제･사회적인 관계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노동시장에
서는 전문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위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과

58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규학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생명연장, 맞춤형아기, 이종간 장기이식 등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기기를 통해 편리함을 취하는 대가로 기꺼이 사생활을 제공하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인터넷은 거대감시 도구로 탈바꿈하여 개인정보보호, 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역설적으로 기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성 보존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국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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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생각뿐이 아닌 눈에 보이고 실제 만지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4차산업시대는 기술민주주의 시대
라고 한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1인채널, 1인회사 등을 통해 개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테크놀
로지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닌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시도하는 반복과정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론 중심에서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실습 중심의 학습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그들 각각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제해
결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교실 내 프로젝트들은 다중지능을 표출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이
될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여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BOTTOM-UP) 교육 혁신과 질문학
습법,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만 눈에 멀어 자칫 놓칠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윤리의식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생명경시
풍토,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안의식 부족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경고와 인문학적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기술혁신에 발맞출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과 함께 혁명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에 인간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교육학자 Raymond Cirmo는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실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무언가를 배울때 우리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미래시대를
위한 인재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로봇과 디지털이 지배할 수 있는 4차산업시대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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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을 키우는 동시에 인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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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일자리 정책
– 뿌리산업에 관심가져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원규

서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
직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신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
을 늘어놓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천
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3,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공항이 현재 정규직인 1,400명보다 많은 보안검색요
원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떠안게 되는데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은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황 수석의 말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제는 대구시의 청년들이 ‘일자리 4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
부가 일자리 통계에 연연해 세금을 퍼부으며 단기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다 보니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예산
부담이 커져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직원은 올해 1･4분기까지 9만1,303명이다. 임직원 친인척이나 노조 간부 자녀의 고용세
습도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어려워진 기업
들도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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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질 실업률을
나타내는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3%로 2015년 통계 개시 이후 최악을 기록했
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통계를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쓸 게 아니라 친시장 정책으
로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방안을 대구시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방안으로
지역의 강점 중 하나인 뿌리산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에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론
대구일자리 정책은 신산업유치, 투자유치 등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예산과 노력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방향
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현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은 대구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뿌리산업의 정의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6대 기술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기초 공정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기반 산업
이다. 뿌리기술은 자동차･조선･IT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어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제조업 품질경쟁력의 핵심이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초산업으로 장기간 축적된 뿌리기술이
핵심 경쟁력 요소이다. 뿌리기술은 제품생산의 시작(재료)과 끝(마감)을 담당하며 최근
융복합 경향의 증대와 함께 서비스와도 결합되어 제품 차별화에 기여하는 다른 의미의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뿌리산업은 전후방에 대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금속, 건설, 화학산업 등이며
후방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는 광산품, 석유 및 석탄, 전력, 가스 및 수도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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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의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1,978개로 전국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25,312명으로 전국의 5.1% 수준이다. IT,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화된 대구시 산업
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수립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금속산업의 성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육성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2. 뿌리산업의 특징
1) 제조산업 기반
뿌리기술은 자동차･조선･IT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어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정산업의 특성상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어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숙련기
술의 영역이다.
2) 신산업의 필수기술
뿌리산업은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차,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기술이다. 수요산업의 고도화･첨단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
의 뿌리산업, 초정밀 분야의 뿌리산업 등 첨단분야의 고부가가치 뿌리산업 육성에도 필요
한 산업이다.
3) 고용창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도가 큰 산업
뿌리산업 생산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직접취업자는 3.1명, 전체 취업유발인원은 9.2
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산업이다. 또한 최종 제품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뿌리기업의 직접 수출은 매출액의 9.3%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조선･IT등
대기업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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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경제의 극일(克日)을 위한 산업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해 7월 초 단행했고, 지난 2일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러한 위협이 실제적 위협이
된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초소재･부품을 납품받으며, 국내 부품산업육성
을 위한 뿌리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등한시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글로벌 전문화･분업 시대에 모든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
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위해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제조업의 특징은 ‘모노즈쿠리’란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되는데 물건을 뜻하는 ‘모
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
다.’는 뜻이다. 일본은 모노즈쿠리를 통해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향상, 노동 능력 평가와 노동
조건 확보, 산업 집적 유지, 중소기업 육성, 자율주행자동차･로봇 등 전략 분야 육성,
학교 육성, 생애학습 진흥, 국제협력 등으로 분야를 체계적으로 나눠 자금･제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노즈쿠리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뿌리산업’ 육성사업이 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자동차･조선･IT 등 관련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일 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산업이다.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
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의 성공도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의 뿌리산업은 이른 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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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인력확보의 문제 및 자금확보,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지원기반이 취약하고 생산현장 인력의 고령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성과창출에 장시간 소요되는 뾰족한 해결책
없이 악화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극일(克日)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예산이 수립되는 이 시점에서 대구시
는 지역 뿌리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술경쟁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지역 뿌리기업의 부가가치, 기술
력, 영업이익률 등은 他산업 및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기술경쟁력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계･
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 및 특허공유 등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수준이나, 산재율은
높은 수준으로 3D산업 이미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는 근로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인력수급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취업기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기능직 인력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 산업기술 경쟁력을 뿌리부터 약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체계적으
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수출규제가 실시된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
이미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반도체･디
스플레이 생산에는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66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원규

또한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즉, 국내기업
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소부장 국산화와 해외 벤더(판매사) 다변화로 대응했다. 그 결과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2%로 작년 동기의 44%보다 줄어들었다.
즉, 대구시가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지역 뿌리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잇따르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하나 때문에 공장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
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지는
취약점들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해외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지난
달 ㈜효성이 베트남에 설립하려던 섬유신소재 공장을 울산에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해외
투자를 국내로 전환한 것과 같은 실질적인 국내 재투자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대구시가 지역 뿌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부품수요를 지역기업들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한다.
‘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을 통해 시작된

위기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의회보 제20집

67

의원논단

대구는 우리의 예술가를 잊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영애

본 의원은 2018년 문화복지위원장에 임명된 후 가장 먼저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 우리고장 대구는 한국 근대문화･예술을 이끌어 온 상징적
도시로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시인 이상화, 이육사, 운수좋은 날의 현진건, 천재화가 이인
성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활동한 자랑스러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분들의 귀한
작품과 기록들은 소실되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대구 문화아카이브의 체계적 시스템화가 필요함을 직시하고 5분 자유발언(대
구 문화아카이브의 현황과 대안)을 시작으로 지역 아카이브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가치가 있는 공간들을 방문했다. 한국 최초의 음악감
상실 ‘녹향’(대구문학관 지하), 향촌동의 문화거리, 이상화 고택을 방문하여 관련 예술인들
과 이야기를 나누며 개선할 사항을 도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들은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한국 추상미
술의 거목 정점식 작가의 유작들은 고물상과 헌책방으로 팔려갔고, 한국 비디오아트 1세
대인 박현기 작가의 작품은 대구미술관에 2년간 보관만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모두
기증되었다고 한다.
대구사진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최계복 작가의 ‘영선의 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이며, 지역 원로음악가 이점희 교수의 엔틱피아노 악보, 대본, 의상 등은 보관할 곳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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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 ‘아카이브 미디어테크’라는 거창한 사업을 추진하다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그 이유는 수집자료에 대한 사후활용방안이 없다는 것 이였다. 이는 시가 아카
이브사업 계획에 있어 사후활용방안도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시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살피며
지역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하였다.
그 결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는 2013년
시작하여 1년 만에 사업 종료된 ‘아카이브 미디어 테크’가 다시 부활하였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역에 주요한 작고 예술가들의 유족들을 설득하여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기증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원로음악가 고 이점희(오페라 운동
가 1915~1991) 선생의 아들 이재원씨는 선친의 유품 전체를 대구시에 기증하였고, 대구
시향 초대 지휘자 이기홍 선생 유족은 대구시향의 전신인 대구현악회의 공연기록과 사진,
악보 등을 기증하였다.
그리고, 대구를 대표하는 1세대 패션디자이너 고 박동준 선생은 평생을 모아온 미술작
품을 대구미술관에 기증하였다. 기증품에는 김종복, 김호득, 변종곤, 서창환, 정점식 등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유족
및 기증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구 아카이브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기증받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
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전시하는 것이다. 그리
고 문화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예술의 우수성을 재조명하여 많은 사람들에
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뜻이다.
대구의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근･현대 한국을 이끌어간 대구의
예술인들의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문화도시 대구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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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태손

서론
결혼하면 그만두겠다는 ‘결혼각서’가 있던 시절, 그 족쇄를 풀기 위해 투쟁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1970년대 여성과 ‘육아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외쳤던 2000년대 이후 맞벌
이 여성들의 고민거리는 한결같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가사와 돌봄까지
감내해야 하는 괴로움은 40~50년의 시차를 두고도 현재진행형이다.
일 가정 양립정책의 출발점은 육아와 가사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은 급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흔들릴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고하고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
합계출산율 0.92명,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가 대한민국 현주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빨라진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세수가 감소하고, 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합계출산율 1.85명(2016년 기준)을
기록한 스웨덴은 60년대 후반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겪은 나라다. 그 후
지난 40여년간 노력 끝에 현재의 수준을 회복했다.
스웨덴 노력의 핵심은 보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확대한 것이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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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는 휴직을 받은 부모가 차례로 집에서 키우고 이후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일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고 출산율은 하향했다. 스웨덴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15개월)을 엄마와 아빠가 반반씩 나눠 쓰도록

‘

권장하면서 그중 한 달씩을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배정했고 이는 출산율을 상승전환 시키
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2002년 16.2%에서 2014년 82.7%까지 증가
하면서 수치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직장을 유지한
비율은 55.9%에 불과할 정도로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들이 절반가량 직장을 그만둔다
는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
현행 법 체계는 출산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보육서비스라는 3가지 영역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면 일단 부인의 출산휴가
90일(출산 전 포함) 이후 부부가 돌아가며 1년씩 육아휴직(1~8세)을 쓸 수 있다. 배우자
휴가도 3~5일(최초 3일 유급휴가) 쓸 수 있다. 육아휴직대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면 2015년 7월부터 부부가 각각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초등
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서비스 그리고 만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앞선 세대와 비교하면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은 어렵다.

패러다임 전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현장의 여성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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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나오려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전개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여성들에게 과중하게 부담을 주고 있는 육아가 공동분담이 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아빠
의 달과 같은 ‘파파쿼터’를 도입해 남성에게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
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중한 근무시간과 반복되는 야근이 일상화 되어있는 기업문화 역시 변화해야
한다. 정시퇴근은 물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출근할 때는 아빠가, 퇴근할 때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
오게 해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을 없애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가족의 행복이다. 우리 사회는 학창시절에
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공부하고 직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 경쟁에 쫒기 듯 살기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자연스레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산업시대는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부자
가 되지도 못한다. 오히려 잘 쉬고 잘 놀 때 발휘되는 창의력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력이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므로 하루빨
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72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태손

의회보 제20집

73

의원논단

대구시 유턴기업(제조업 리쇼어링)정책
제대로 준비해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하병문

서론
지난 6월 10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경제 회복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패키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턴기업정책은 지난 9년간 큰 성과없이 진행되었으므로 기업
들이 원하는 방안과 타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제대로 된 리쇼어링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망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제조업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사회
적 필요성과 공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저임금활용 및 수출촉진이
주요 해외진출 사유였으나, 그 이후에는 생산설비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현지시장 진출
(오프쇼어링; off-shoring)이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현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무역보호장벽 등 거시경제경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과 리쇼어링
(reshoring)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2년부
터 지금까지 기업유턴 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시장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리쇼어
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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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1,922억
달러 약 230조원의 해외투자 순유출이 일어났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통해 이를 완화할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펴는 국가 중 하나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조업 부활전략’을 추진하면서 2014년 ｢일자리재유치법(Bring jobs Home
Act)｣ 제정 추진과 동시에, 주정부 및 각 시정부 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완화(38%→25%), 자금지원, 주식시장 상장
시 우대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고, 연방정부는 정보포털(Select USA)을 운영하여 융자
보증, 교육지원,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자국내 제조업체에 세금공제혜택과 공장
이전비용의 20%을 보조했다. 그 결과 중국에 진출했던 자동차 기업들과 전기기업, 인텔
등 생산시설의 본국 회귀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의무 등 강제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법인세율의 대폭

‘

인하 (35%→15%) 등 파격적 세제혜택을 통해 적극적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유도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 관련 One in, Two out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과감한 규제철폐를 이끌어냈다.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투자유치활동의 하나로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왔으며, 중앙정부는 기업입지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주무대신
의 동의를 득하게 되면 해당사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혜택이 부여되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의 냉방기 대기업인 다이킨 공업, 전자기업 TDK 등이 중국생산비율을
낮춘 대신 일본공장의 생산 비중을 높이게 되었고, 미에(三重)현의 경우 2000년도에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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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유치함으로써 40개사에서 7,200여명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2년(2004-2005)간
11억 엔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일본기업들 중 중국→일본으로 유턴하는 기업(8.5%)이 진
출기업(6.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리쇼어링 현상이 실업률 하락과 구인난의 주된
배경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정부차원에서 전감기구를
설치, 세제지원, 원산지표기의무화 추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 제조기업들의 생산시
설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통한 제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단의 일환으로
해외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했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던 아디다스의 생산공
장을 자국 내로 이전시켰다. 또한 법인세를 26.38%에서 15.893%로 인하했다.
또한 영국은 2007년부터 30% 단일세율로 유지해오던 법인세율을 2017년 19%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올해 2%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시 오프쇼어링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기
업의 리쇼어링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유턴기업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 추가고
용을 허용했고,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2013.8)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간 50~100%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신규･중고 자본재도입 시 관세 감면, 기업 당 최대 60억
입지･설비 투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조성 및 용도변경 조건 완화,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감면･보조금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 및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삼성, LG,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인건비와 법인세 등이 상대
적으로 저렴한 미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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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휴대폰의 45%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13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가자동차는
멕시코 공장에 약 1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미국 테네시에 공장을 가동하
여 1,200명의 고용하는 등 해외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17년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생산 거점 중소기업들 중 리쇼어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4.7%에 불과하고 오히려 49%는 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해외생산비중이 10% 높아지는데 10년이상이 소요되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년정도로 해외진출 속도가 빠르다. 그 결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44억 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했고 24만2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주요 이유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
하는 규제강화 측면이어서 리쇼어링에 반할 뿐 아니라 기업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
세 인상 등의 정책은 유턴기업들의 비용상승 예상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섬유 및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해외이전 의견이 높았다. 국내 경방이 공장
폐쇄방침을 발표했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완성차 5개사 해외이
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시사점
과도한 기업 해외투자 및 생산시설 해외이전(오프쇼어링)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
할 뿐 아니라 국내 소비위축, 일자리의 감소 등 경제･사회문제를 초래하고 국내경제 전반
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진출에 실패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월등이 많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해도 무실적에 가까운 정책의
실효성을 본다면 과감한 규제혁신에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우리 대구를 U턴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과 실질적 국내투자 유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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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해야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정천락

지난달 1일 배달어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했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독과점 기업의
영리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보호
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이미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10년 후에는 2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배달시장의 급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서로 큰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 왔으며, 시민들의 편익제고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존재하듯이 배달앱 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배달앱은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2
년 ‘요기요’를 론칭하고 ‘배달통’과 ‘푸드플라이’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 ‘배달의 민족’까
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우려
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개편안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현실화 됐다. 비록 비판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공공배달앱 개발 방침, 공정위 압박 등
이유로 철회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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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앱으로 인해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들의 고통을 대구시가 공감하고 공공배달앱 구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 있어서 일일 평균 음식 주문건수는 약 12만건에 이른다. 이중 전화
주문은 8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은 3~4만건 정도로 추정되고 ‘배달의민족’에
지출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연간 최소 28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2019년
배달의 민족 매출액 5,654억원)
우리 대구시에서 배달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다면 연간 280억원으로 추정되는 수
수료, 즉 소상공인들의 순수익을 그 만큼 증대시킬 수 있다는데서 정책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부분에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비롯한 국내 소송가능성
과 외국계 투자기업인 DH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등 국외 소송 가능성도 있고, 일부전문가들은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하기는 힘들고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추후 대구시가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때 빨리 어떤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 각종 사안들에 대해 신중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
추진에 다음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 생각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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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정책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공배달앱이 외식산업 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타시도의 공공배달앱은 외식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대구시의 공공배달앱은 전통시
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게와도 연동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달공공앱 개발의 중심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필요에 맞추어져야 한다.
공공배달앱 개발 시,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
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지역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대구만의 특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
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만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외식산업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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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 뉴 노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만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브리핑
자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2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6,903명입니다.”
2월 19일 대구에서 31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던 코로나19 브리핑 자료. 6월 24일자 자료 오른쪽 상단에 ‘131보’라고 적혀있다.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종식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겨울, 봄 지나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물론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한 후 세 번째 계절을 맞으면서 코로나 이후 과거와
달라진 우리 일상의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해 생각해본다.
뉴 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경제적 표준이나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

‘

문화적 상황을 말한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
서 형성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을 말하는 경제 용어로 사용됐다.
고도성장을 해오던 시대에 저성장이나 저물가, 저금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지
만,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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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뉴 노멀’은 특정 사건이나 시기를 변곡점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됐다.
한국에서도 초기 ‘노멀’이라는 용어는 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을 ‘뉴 노멀 시대’로 정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면접촉 서비스의 불황,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노멀하지 않았던(abnormal)’ 언어와 행동, 문화와 산업이 지금은 너무 일상
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대구시의회의 ‘뉴 노멀’은 무엇일까?
별로 참신한 대안은 아니지만 결국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미 시작된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 변화해야 한다.
우리 제8대 대구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양당체제라는 변화된 환경과 그에 따른 ‘뉴 노멀’
이 형성돼 왔다.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구시의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과 협치’라는 소명의식
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그것이 전반기 대구시의회의 ‘뉴 노멀’ 중 하나였다.
후반기에도 소통과 협치는 계속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실천과제로 진화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를 좌절과 절망, 분열에 빠뜨렸던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연대’와 ‘희망’이다.
서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새삼 공동체와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 연대와 공존, 상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의회보 제20집

83

의원단상

후반기 대구시의회도 희망과 연대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운명 공동체적 연대로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기에 우리는 고립되고 분열되어 왔었다.
대구봉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두고서도 각자 생각이

‘

달랐다.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까지 가세하면서 진영 간 거리두기와 상호격리, 경쟁과 대결은
가짜뉴스를 타고 갈수록 심해졌다.
하지만 고립될수록, 격리될수록, 분열될수록 좌절감이 깊어졌던 경험을 우리는 공유하
고 있다.
이 경험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연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한다.
후반기에는 정치적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대립하기보다 시민을 위해 정책의 연대
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시민을 위해, 대구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더
과감한 정책연대가 시도돼야 하지 않을까?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연대의 손을 내밀어 따뜻이 포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 혁신과 쇄신이라는 말이 식상한 단어로 전락한 것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
다. 그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비전도 실천할 능력과 의지. 노력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다시 물어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대구와 대구시의회의 ‘뉴 노멀’은 무엇
인가?
그 보다 먼저 과거 우리는 무엇이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 ‘노멀’한 것이었
고, 무엇이 ‘노멀’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되짚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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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 시절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상당한 것들이 ‘올드 노멀(old normal)’이
되어 버렸고, ‘노멀하지 않은(abnormal)’ 것으로 변화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뉴 노멀(new normal)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리라 마음을 다잡아 본다.
장마가 시작된 6월 어느 여름 대구시 재난대책본부의 131번째 코로나19 브리핑 자료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단상(斷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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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부른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영애

나의 마음 향하는 그 곳
상큼한 바람과
길 떠나는 구름이
나를 부른다.
산 모퉁이 돌 때 마다
깊은 골자기 마다
송화가루 풍기는 소나무가
나를 부른다.
한구비 지나면
길가에 소담스런 산딸기
입안 가득 머금도록
나를 부른다.
흙냄새 풍요로운
넓은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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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따라 손 흔들며
나를 부른다.
눈을 감으면
산이
들이
바람이
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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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던 VS 배트플립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강민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한국과 대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9부능선을
넘었다 싶어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즈음 또다시 집단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들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민의 철저한
자가방역 협조로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한고비를 넘기다 보니, 뒤늦은 외국에서
한국을 바로 보는 눈이 참으로 많이 바뀐 듯하다.
1950년초 한국전쟁을 겪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의료･방역 선진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미국 매릴랜드주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미연방정부를 거치치고 않고 극적으
로 수입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이나, 우리나라에 여행 금지를 하지 않은 나라에
우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해 고마움을 받은 것이나, 우리를 도와준 6･25 참전국가에
대한 마스크 지원 등의 일을 볼 때 참으로 한국인으로서 뿌듯하다. 물건이 미제, 일제,
독일제란 상표만 붙어도 최상의 제품이라고 알고 지내던 시절이 1990년대 중반, 25년
전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얼마전 강원도 산불 화재 시에 헬기가 40대 가까이 투입되고, 119 소방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은 우리나라가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K-Pop이 유행하고 현대판 비틀즈인 방탄소년단(BTS)이 전세계 젊은층에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문화인 K컬쳐가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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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해 종합예술 전반에서 우리 문화
가 인정받고 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신이란 점이 더욱 기쁜 사실이다. 우리나라
연예계엔 대구 출신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번에 대구시 홍보대사로 멋진 분들을 모셔올
것도 기대한다.
또 다른 희소식이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회적 격리와 이동을 통제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 경기가 없어진 것이 또 다른 현상이다. 지난 5일 KBO프로야구가
관중없이 개막을 했다. 프로야구는 대만에서 먼저 시작했으나, 미국 최대 스포츠 중계
채널인 ESPN에서 한국프로야구를 중계를 한다. 야구 종주국으로 100년 역사를 갖고
메이저리그를 보던 미국인이 한국야구를 본다는 뜻이다. 벌써 우리의 여러 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서 우린 메이져리그에 익숙하지만
메이져리그만 보던 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지금 엄청나게 미국인들이 환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빠던(빳다 던지기)’에 열광한다는
거다. ‘빠던’은 한국타자들이 홈런을 쳤을 때 세리머니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야구장의 흥을
돋운다. 하지만 미국에선 ‘배트플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홈런을 맞는 투수에 대한 무례
라고 생각한다. 배트플립을 한 선수에게는 반드시 선수 몸을 향해 고의로 던지는 볼인
빈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응징을 한다. 한국에선 배트 스윙 후 자연스러운 선수의 행동이

‘

라고 여기고 즐기지만, 같은 의미인 배트플립은 미국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여러
타자의 각양각색의 ‘빠던’에 미국인이 열광하고 있다. 우린 이젠 의료･문화와 스포츠 수입
국을 탈피해 수출국이 되었다.
250년 전 대구(大丘)라고 쓰던 지명을 공자의 이름이 공구(孔丘)인데 “어떻게 지방
도시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냐”며 지금의 대구(大邱)로 바꾼 사대주의가 이번을 계기로
없어지면 좋겠다. 하여튼 올해 프로야구에서 ‘빠던’을 많이 보길 기대한다. 특히 삼성라이
온즈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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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대현

과거 지방의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제한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민선7기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확대와 함께 출범한 의회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7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수면위로 떠오른 33년만의 ｢지방자치법｣1)개정소요
는 지방의정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임시회 및 지방
분권T/F 운영 등 전국단위의 지방의회간 협력강화는 지방의 연합된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더불어 각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개별의정활동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대구시 제8대 전반기 의회는 30명의 의원이 6개의 상임위원회
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05건, 시정질문 42회, 5분 자유발언 109회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기타 건의안 및 성명서
발표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의정을 수행했다.
특별히 8대 의회들어 대구시의회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민생의회를 표방하며, 지역
의 불균형 해소와 그간 공공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던 청년층과 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나갔던 것이다.
대구시도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GRDP2)하락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추진 : 20대 국회에서 안건 미상정으로 자동 폐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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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대 의회는 지역 균형개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대구KTX 조기착공, 신공항
건설 등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필요성을 원구성 초기부터 절감
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의 점검 및 조정과 지역민과의 소통, 관련조례 정비 등에 힘써
왔다. 또한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청년 및 인구정책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정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그 중 자치분권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ⅰ)자치입법과 ⅱ)집행부 견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원입법은 지방의원이 갖는 가장 강한 구속력을 가진 행위이자, 그 자체로써
하나의 대행정 감시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자
치법 제22조3)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여, 사실상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공법적 작용을 하는 수준의 입법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말로 조례제정권이 현행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조례에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에 관한 조문밖에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세입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정운용 등 자치단체별 지역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방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시도를 가로막아, 지방정부의 행정･기획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열기주의4)적 성향이 강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집행
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를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로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ⅰ)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
2) 지역내총생산
3) ｢지방지차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열기주의.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은 사항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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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ⅱ) 사업수행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ⅲ)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일정기간을 의회에서 복무하고 집행부로 돌아가는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상
친집행부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연구에
서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각 상임위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총괄하는 전문위원의 일부라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탈집행부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회-집행부 간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특히 예산심사에서
두드러진다.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하지
만 의회의 예산 심사는, 짧은 기간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업단위별 심사만 이뤄지
는 것이 고작이다. 사실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려면 성과측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의 특성상 정성적 성과측정이 많고, 조성행정 또는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시행
되는 사업은 성과측정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예산심사의 기준을 정하기
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성과측정을 위해 BSC5)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가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부가 조직내부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평가 등의 자료도 의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정보격차를 줄여야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과 견제다. 민선7기 지방의회는 양적
성과와 함께 질적인 부분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현대 시민사회의
눈높이는 과거 어느때보다 높고 다양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시민
과 가까워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확대, 즉 자치분권강화를 통해 가능함을 인정하고,
지방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지표. 비수익적사업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성과측정 도구로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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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윤리적 딜레마(Dilemma)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송영헌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행할 수 있다. 누군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를 통해 도덕적 앎이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존재했던 고대사회와 달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윤리적･도덕적 행위의 전제가 되는 제대로 된 도덕적 앎에 대한 판단
과 올바른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경우 그들이
소유한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기술과 정보를 독점하고 비도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써 우리 사회를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를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나 SNS를 검색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이슈와 정보들이 넘쳐 나고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보의 진위 여부나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인지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정보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검색자중 1.8%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는 비도덕적인 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혼란한 정치적･사회적 격변기에는 온갖 풍문들이 권모술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함에 따라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죄 없이 속고 당하는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으며,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정의롭게 추구하려
던 가치와 신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로운 수단으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어 분열과
대립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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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회의 타협과 생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분노와 갈등이 대신하고 있으며,
사생결단으로 대립이 첨예화되고 국민들의 입에선 무슨 희망이 있냐며 분노와 절규로
정치판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한국정치의 현실 또한 실망과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경제활동과
막연하고 희망 없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악행은 불가피한 압박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서 자연스런 이웃의 모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악행은 쉽게
생겨나지 못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비도덕적 악행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비도덕적 만행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막을 때 도덕적 마비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윤리･도덕적 삶을 실현하여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의
선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타락과 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공정하지 못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에게 양심과 윤리적 실천을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
로 만들어 버렸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한 악성루머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상파 언론들은 막중한 책무와 정의로운 국민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실현에 목적을 두고 공정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을 지고 선도해야 한다.
예컨대, 정치는 곧 승자독식의 전유물이고 패배는 오직 죽음이라는 정글의 법칙 테두리
안에서 모든 패배한 국민과 정당이 헤어날 수 없는 비윤리적 압박과 현실에서 자유민주주
의가 고착화된다면 국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독재국가의 운명으로 바뀔 것이
자명하다. 만일 국가의 불공정한 제도나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가짜 언론에 국민적 피해가 있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며 국민은
제한된 수준에서 정치적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올바른 제도와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적극
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무지한
상태를 윤리적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한다.
딜레마 상황은 두 개의 판단 사이에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야말로

의회보 제20집

95

의원단상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문적인 결정에는 윤리적 함의 또는 윤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에는 적극적 봉사자의 자세로 이익을 제공하는 먼저(先行)의 원칙과 반대로 적당히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율성과 자주성 원칙, 삶의
질의 원칙,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이 있다.
우선 윤리적 원칙은 올바른 일을 정의롭게 하겠다는 굳은 신념이다. 법적, 사회적 통념
에서 벗어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안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정의로운
가? 훗날 부끄럽지 않고 책임질 행동인가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며, 가짜뉴스 유포로
인간의 존엄성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호의 원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보장과 생명보호가치를 덕목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으로 개인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고 같은 능력과 권력을
가진 경우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자신의 권리와 능력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다르고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 불평등한 것이라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은 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의사 표출의 집합이자 정의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힘이기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는 개인과 모든 사람
들이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보장의 원칙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진실성
과 정보개방의 원칙은 진실을 파악하기 전까지 감상, 추정, 편견, 의견, 단정 등을 배제해
야 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 및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정확한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실 추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96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송영헌

요컨대, 윤리란 민주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기본 도리이며,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좋은지 내적갈등으로 곤란한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릴 때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여 생긴 이기심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듯이,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과 함께 모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윤리적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진짜 같은 가짜 정보로 멘탈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무수한 정보화 시대 속에서
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관건인 바, 윤리적 딜레마를 안고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생산 유통을 건전하게 선도할 지상파 언론들의 책임과
사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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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42년간 공직자로서 시민을 섬겨온 나의 걸음은 시의회로 이어졌다.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성공적이었던 일도, 어려웠던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생전
에 겪어보지 못했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해를 보내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데서 무엇보다 선행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질병확산의 문제만은 아니였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
소비 감소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고,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지역 소상공인과
단기 일자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져왔다.
특히 그 타격이 컸던 곳은 남구다. 남구의 상황은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전쟁의 D-day 같았던 이 날 이전까지만 해도,
남구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불과 10명 수준이었다. 확진자는 없었다.
하지만 19일부터 확진자가 20명씩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0일만에 확진자 수가
875명까지 급증했고, 대구에서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지 15일 만에(3월 5일) 남구에서
만 1,266명 확진자가 나타났다.
3월 말일까지 남구의 확진자 수는 1,356명(3월 31일 기준)까지 늘어났고, 이는 남구
주민의 0.9%(남구 인구 수: 148,113명)에 해당하는 수였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확진율
이 0.3%(확진자: 6,684명 / 인구 수: 2,438,031명)가 못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남구의 감염율이 높았다.
지역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남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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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산 진원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구의 대응은 전쟁과 같았다. 매일 몇백명
씩 남구 보건소를 찾았고, 2,500여명에 가까운 자가격리자를 지원･관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은 눈코뜰새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야 했다.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두가 총력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방역물품
지원 등 적절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사이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이를 조속히 구･군으로 교부
하여 방역물품 구입과 인력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의 행정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이어나갔다. 시의 긴급 추경안에서 신천지 교회주변 방역 관련 예산의 추가･경정
을 점검하는 등 시의원으로써 행정의 고삐를 당기는 사이, 4월에 접어들었고 사태는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다.
사태 진정의 주역은 역시 시민이었다.
행정당국 통제에 대한 협조와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뛰어난 시민의식 덕분에,
신천지교회 이외 추가 대량확산 사태는 없었고, 상황은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사태의 수습을 위해 생활과 생업을 뒤로하고 각지에서 찾아와
헌신한 각 분야 봉사자의 희생과 노력은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의 연대 의식을 보여주
었다. 나 또한, 시의원으로써 전국 각계각층에서 온 성금과 지원물품을 파악하여, 현장에
서 적재적소에 배부되도록 현황을 관리 할 때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가 되는 우리민족
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전남 진도에서 보내온 봄동은 대구와 남구가 팬데믹
사태에서 지역통제에 성공하고, 봄을 맞이하는 신호와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2차 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각지에서의 지역감염이 현실화 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의 소강상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않아야 한다.
우선 대구시가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여준 노력과 성과, 부족했던 점을
냉정히 살펴보고, 2차 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규모 확산시, 대구시는 예산집행 지연으로 시민의 원성을 샀던 것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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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야 한다. 한정적인 인력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평시 행정이 지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관련한 예산은 집행의 지연이 없도록 행정 대응체계를 선제적
으로 구축해 놓아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이나 긴급복지 특별지원금, 저소득층한시생활자금, 소상
공인 생존자금 등 여러 종류의 긴급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재난지역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점, 긴급생계자금 지원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등으로 실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지원금이 가지 않는 점 등, 시민의 눈높이가 아닌 행정상의 편의와
눈높이에 맞춘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빗발쳤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2차 확산 대응과정에서 대구시가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우리 시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존 의료진 중 코로나19 대응에 나서는 의료진의 처우와 보상에 대한 문제다.
중앙부처의 결정으로, 기존의료진 중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할
길이 막혀, 이들은 특수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는 등의 보상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라도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
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지역을 위해 고생한 이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 대구시는 전화위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보여준 저력은, 대구를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세계적
인 모범도시로 만들었다. 사재기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다. 한치의 동요도 없이 코로나19
라는 공포와 싸워 이긴 우리 대구시민이야 말로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의 시민 중,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 고통에 지금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2차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제를 구축해, 어느 도시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 위대한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선진 재난관리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의 수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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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에서온 봄동 전달(2020.3.4)

전라남도 진도에서온 봄동 전달(2020.3.4)

방역을 위해 폐쇠된 신천지 대구교회 (2020.2.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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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대구의 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시복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걱정과 불안 속에 뒤척인
불면의 밤이 지나고, 하얗게 밝아온 아침
불안한 두 눈으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뉴스를 바라본다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재난문자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코로나 관련 민원전화
막연한 희망과 협조를 시민에게 호소해야 하는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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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길 정체에 시달려온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차도를 달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구경할 수 없는 거리를 보며
황망해 해야 했던 날들로 인하여
복잡해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전국이 마스크 구매대란 난리 통에
아침 일찍 우산 속 긴 구매 행렬 그 속에
우리 온 가족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자가 격리의 갑갑함에 집 밖으로 나가보지만
연두색으로 물든 금호강변, 마스크를 쓴 사람들 무리
그 사람들을 피해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견디며
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며 자신을 던진 의료인의 희생과
K방역의 모델이 된 위대한 대구의 시민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까, 잔인한 봄이 지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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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의 소설에 대한 입체적 고찰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오철환

Ⅰ. 들어가며
1. 연구방법
본고는 현진건 문학을 입체적 접근방법이란 분석틀을 사용하여 고찰한 결과물이다.
이는 현진건 문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좀 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쉽게
파악할 수 없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문학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본질을 하나의 잣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대상의 실체가 시각이나
명암, 원근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미술 분야와 유사하다. 동일한 대상을 그린 그림도,
단순한 화병과 같은 정물이라도, 화가의 성장역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오랫동안
체화된 신념 그리고 미술사적 조류 등에 따라 창의적으로 표현되고 또 해석된다. 이러한
미술 분야의 추론은 입체적 접근방법의 유효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입체적
접근방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입체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현진건 문학을
제대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지향점이다. 수평적 어프로치와 수직적 어프로치를
통섭한 입체적 접근방법을 분석 도구로 현진건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검증해보
는 것도 본고의 또 다른 사이드 메뉴라는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 입체적 접근방법은 ‘시스
템즈 어프로치’의 범주에 넣어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현진건 문학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방법의 하위 적용 단위로 수평적 어프로치와 수직적
어프로치를 채택하고 이들 접근방법을 동시에 교직함으로써 그 정체성과 본질을 밝혀내는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수평적 어프로치의 콘텐츠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이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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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이란 프레임을 통해 현진건 문학의 외형적
본질을 추구해보았다. 동시에 수직적 어프로치 즉 역사적 심층적 칼날을 사용함으로써
내면적 본질을 해부하였다. 부연하면 수직적 어프로치의 콘텐츠로 개인의 성장역정과
그 시대의 역사적 환경이라는 역사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요컨대 현진건 문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제대로 밝혀내는 유용한 분석틀로써 수평적 어프로치와 수직적 어프로치를 동시
에 통섭한 입체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수평적 개념을 꼭 분량의 다과나 길이의 장단에
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의 독창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표피적 특성을
포착하여 연구 분석틀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수직적 개념도 마찬가지다. 유의미한 질적인
특성이라면 수직적 어프로치의 연구 분석틀로 충분히 채택 가능할 것이다. 수직적 어프로
치의 콘텐츠로 채택한 역사 개념은 크게 보아 두 측면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인간
현진건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진건이 살았던 시대사에서 작품의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2. 현진건의 역사적 고찰
빙허(憑虛) 현진건(玄鎭健)은 1900년 8월 9일(음력) 대구 계산동 2가 뽕나무골에서
출생하였다. 대한제국 대구우체국장이었던 연주(延州) 현씨 경운(玄炅運)과 완산(完山)
이씨 정효(李貞孝) 사이의 4남이다. 첫째인 홍건은 러시아 대사관 통역관으로 독립군을
지원한 애국지사였고, 둘째, 석건은 변호사로 독립운동가의 무료변론에 앞장섰던 애국법
조인이었다. 셋째인 정건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옥사한 명성 있는 독립투사였다. 재종
형 상건도 상해로 망명한 우국지사였다. 현진건은 막내였던 관계로 당시 관습에 따라
대가 끊겼던 당숙 보운에게 입양되었다. 당숙 보운은 대한제국 궁내부 시종을 역임하고
주일공사관 참서관을 지냈다. 1915년 현진건은 경주의 유지 이길우의 여식 이순득(李順
得)과 혼인하였다. 현진건은 한마디로 당시 득세하던 개화파 집안 출신이었다. 현진건은
전통적 유교문화와 서구적 개화문화가 혼재한 개방적 집안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전통적
유교관을 보지하면서도 서양의 과학기술과 열강의 제국주의를 귀동냥으로나마 들을 수
있는 근대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선진 문물의 학습과 동시에 자강과 독립에 대한 의식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현진건의 가족사는 그의 문학이 꽃 필 수 있는
기초적 토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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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고, 부친이 설립한 대구노동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익혔다. 1912년 동경으로 건너가 세이조중학에 입학하였다. 1918년 동경 독일어전수학
교에서 독일어를 수학하기도 하였다. 동경에서 귀국한 현진건은 바로 상해로 건너가 후장
대학에서 외국어를 수학하였다. 1919년 현진건은 오랜 유학생활을 접고 마침내 귀국하였
다. 현진건의 학창생활은 현란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정규 교육과정을 건너뛰고 아예
무시한 감마저 들 정도다. 그 와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여러 외국어
를 배우려는 적극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을 익혔을
법하다. 격동하는 세계정세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망국의 암울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어를 섭렵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집안사람들과 주위 형제들에게서 몸소 체득하였고,
또 그렇게 훈육되었다. 이는 현진건을 문학으로 이끈 유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직접적으로 현진건은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당시 번역문학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안서 김억을 필두로 당시 내노라 한 문인들이 번역문학에 종사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진건이 태어나 자랐던 대구 계산동 일대는 현진건 문학의 밑거름이 된 곳이다. 당시
계산동은 영남대로가 지나는 교통 요지인데다 서문시장과 염매시장을 사이에 두고 있던
부촌이었다. 지방토호와 부자들이 거주했던 곳이었다. 그런 연유였던지 걸출한 위인들이
계산동에 많이 살았다. 요절한 천재시인 이장희, 천재화가 이인성, 저항시인 이상화, 국채
보상운동 지도자 서상돈, 독립운동가 이상정, 초대 IOC 위원 이상백, 음악가 박태준,
서예가 죽농 서동균, 시인 백기만 등이 그 인근에서 자랐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현진건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며 문학세계로 빠져들었다.
1915년 현진건은 동네 문우 이상화, 백기만, 이상백 등과 함께 동인지 거화를 발간함
으로써 일찌감치 문학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20년 개벽에 단편소설 ｢희생화｣를 발표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등단했다. 1921년 단편소설 ｢빈처｣를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
다. 1936년 손기정 선수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투옥될 때까지 현진건은 기자로 활동하였다.
현진건은 홍사용, 이상화, 나도향, 박종화 등과 함께 백조 창간 동인으로 참여하여
1920년대 신문학운동에 본격 가담하였다. 1937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한 후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다. 현진건은 친일문학에 동조하지 않은 채 지조를 지키다가 1943년 장결핵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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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의 제기
현진건은 참담한 식민지 역사를 성실히 증언한 사실주의 작가로 염상섭과 함께 자연주
의 작가 계열에 속하기도 한다. 그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식민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우리나라에 근대적 단편소설을 정착시키고 리얼리즘 문학의 기반을 다졌다.
체험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곧 소설이라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리얼리스트 작가가 현진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진건 문학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다. 현진건의 문학관과 소설양식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리얼리즘 기법의 결정
체라는 의미다.
현진건 문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입체적 관점에서 밝혀보고, 아울러 현진건 문학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신뢰할만한 합리적 성과물인지 심층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지향점이다. 이는 작가 현진건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입체적 접근방법에 의한 현진건 문학의 고찰은 문학평론에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본고의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Ⅱ. 현진건의 단편소설 고찰
1. 기존의 연구 성과
현진건의 소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 갈래는 단편소설 그룹이고,
두 번째 갈래는 장편소설 그룹이다. 단편소설 그룹에는 ｢빈처｣,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B사감과 러브레터｣, ｢그립은 흘긴 눈｣, ｢고향｣ 등이 있다. 이 그룹 작품에
대하여 평자에 따라 체험적인 성질 또는 현실 고발적인 성질을 띤다고 평하기도 한다.
일인칭 소설을 흔히 고백 소설 또는 체험적 소설이라고 별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말한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것이 초심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용이한 소설
작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현실 고발도 대동소이하다. 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날 개연성이 큰 사건을 창의적 영감 없이 글감으로 채택할
것이란 선입견을 초심자에게 덮어씌우는 측면이 있다. 일인칭 소설이 자전적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인칭 소설을 자전적 소설 또는 고백 소설로 무고하게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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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주제의 효율적인 전달과 리얼리티 극대화 차원에서 치열하게 고심
한 결과가 고백 형식 또는 일인칭 소설로 나타나는 것이 창작 현실이기 때문이다. 창의적
심사숙고와 복합적 판단으로 시점 등 소설 형식을 결정하는 작가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겉모양만 보고 자전적이니, 자기 고백이니, 현실 고발이니, 하는 허울을
씌우고 딱지를 붙이는 관행은 어쩌면 작가에 대한 모독이다. 자전적 소설 또는 고백 소설이
라는 말이 다큐멘터리 또는 실화로 포장된 채 상업적 홍보 용도로 사용되거나 작가의
창작정신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창의적인 작품이라 할지라
도 작가의 직･간접적인 경험이라는 프리즘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 또는 고백 소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한다.
단편소설을 통하여 현진건은 식민지 민중의 참담한 삶을 픽션 속에서 사실적으로 실감
나게 그려내어 독자의 공감을 불러내는데 성공하였다. 일제 식민지의 암담한 사회상과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민중의 고된 삶을 문학의 장에 올려놓고 적나라하게 해부
하였다. 그의 단편소설은 일제하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의 문제를 아이러니한
수법에 의하여 고발한 소설들이다. 이러한 단편소설을 통해서 현진건은 ‘한국의 모파상’,
한국의 체홉’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

현진건의 대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입체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대표 단편소설 고찰
｢빈처｣는 작가를 지망하는 문학청년 ‘나’와 나를 둘러싼 속물적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묘파하고 있다. 이해와 순종 속에서도 속물적 유혹에 살짝 끌리는 아내와 아내에 대한
나’의 측은지심과 뭉근한 애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섬세하

‘

게 관찰하여 선비 지식인의 무력감과 현실적 고민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범속한 삶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시선이 돋보인다. 전통적 유교관과 서구의 황금만능주의가 함께 공존
한 현진건 개인사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상황이 문학적 수련을 통해
승화된 작품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신주의는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일제를 통해
유입된 자본주의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돈 버는 덴 젬병인 ‘나’의 열패감과 무력
감을 추하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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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좋은 날｣ 김 첨지의 불행한 하루를 통해 1920년대 식민지를 살아가는 하층민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렸다. 이 소설은 ‘반어’와 ‘반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인 제목은 김 첨지의 불행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그리고 행운이 거듭될수록 점점 불안감이 고조되는 극적인 구성은 결국 아내의 죽음이라
는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작가가 곳곳에 숨겨 놓은 복선의 의미를 찾는 맛이 쏠쏠하다.
식민지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빼앗긴 일에 대한 지식인의 회한이 느껴
진다. 지배층의 자제인 작가 현진건의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이 작품에 배여 있다. 현진건
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현진건 집안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지배층이었다. 나라
를 빼앗긴 일단의 책임이 지배층에게 있는데 그 망국의 피해는 하층민에서 더 극심하다.
이러한 모순적 현실이 현진건의 작품곳곳에 용해되어 있다.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비극적
일상이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
｢술 권하는 사회｣ 주인공 작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 또는 주정뱅이다. 동료들과
다방, 술집을 돌아다닌 얘기를 털어놓는다. 일제치하 젊은 지식인의 사회적 부적응을
다루었다. 세계를 향해 전쟁을 수행하는 막강한 일제에 대항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절망적 시대 상황이다. 맨 정신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식민지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속 시원하
게 털어놓지 못하는 남편의 심정은 차라리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 두자.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할 테니까. 현진건의 가족사에서 유래하는 독립 애족 정신과 일제 식민지 시대라
는 암울한 역사가 얄미울 만큼 잘 투영된 소설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술 권하는 사회’를
바라본다. 입체적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B사감과 러브레터｣ 심리상태와 행동을 완벽하게 대조시켜 성격 묘사 효과를 극대화하
고 있다.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가 사용됨으로 인해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외모에 대한 과장적 묘사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잘 표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잘못된 편견을 일반화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학적인 문체와 추리소설적 구성은
B사감이라는 위선적 인간형을 풍자하고 그러한 위선이 결국 웃음거리로 끝나는 아이러니
를 통해 소설적 재미를 배가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지식인의 위선이 새로운 조류를 가로
막는 장애물로 설정되어 있다. 양반전의 현진건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자유연애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시각도 발견된다. 이는 자유연애를 요하는 시대적 상황과 유학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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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득한 국제적 감각의 합작품이다.
｢고향｣ 일제 식민정책이 폭압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저항해야 하는 필연적 당위성을 작가 현진건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고향을
빼앗겼다. 빼앗긴 들에는 봄도 오지 않는다. 고향은 더 이상 수구초심의 낭만적 장소가
아니다. 현진건의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처절한 양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비장감마저
배여 있다. 식민지의 부조리와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초들의 처참한 삶을 리얼하
게 그려내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결코 답이 없다는 역설적 외침이 쟁쟁하게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나라 없는 우리 여인들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백일하에 까발리고 있다.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슬픈 모습이 오버랩된다. 일제치하를 탈출
하는 돌파구로서 민족적 저항을 고대하는 현진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립은 흘긴 눈｣ 남녀 정사를 다룬 낭만적 사랑의 픽션이다. 남자가 죽어가며 마지막으
로 보여주는 ‘흘긴 눈’은 배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의 증표일 수도 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흘긴 눈’이 그리운 것은 사랑을 확인한 것이거나 최소한 인간적 신뢰를
배신한데 대한 회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원망과 분노에 찬 그 ‘흘긴 눈’을 ‘그리운’이라
고 표현한 것은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는 참회적 심정의 간접적 표출이다. 불신과 거짓
등 속물적 욕망에 물든 사랑과 불나방 같은 사이비 연인들에 대한 조소와 조롱은 암울한
시대의 현진건식 저항이다. 정사는 통상 여자가 죽는 역사적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점도 남녀 차별에 대한 반기라 볼 수 있다.

Ⅲ. 현진건의 장편소설 고찰
1. 기존의 연구 성과
현진건 문학의 두 번째 갈래는 장편소설이다. 현진건은 장편소설의 소재를 주로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았다. 그의 장편소설은 ｢적도｣ 한편 외에는 모두 역사소설이다.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현진건의 창작 활동은 크게 위축된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탓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많은 작가들이 민족주의를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역사소설을 발표한다.
역사소설은 일제의 감시와 검열을 회피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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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이 역사소설에 주력한 시기는 1930년대였다. 장편소설 ｢적도｣(1933∼1934)에
서는 남녀의 삼각관계 구도 속에 강한 독립 의지를 숨겨두고 있다. ｢무영탑｣, ｢흑치상지｣
등의 역사소설을 통하여 민족혼을 되살려내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의 세력이
절정을 이루고 그 음험한 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나던 때였다. 일제 탄압이 강화되고 황국신
민화가 강압적으로 추진되던 엄혹한 시기와 맞물린다.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꼭두각시 만주국을 세우고 대륙 침략 야욕을 드러냈
다. 그런 까닭에 중국에서 항일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1937년 일본은 노구교사건을
기화로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했다. 중국과 동남아 일대까지 쳐들어갔고, 급기야
1941년 미국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전쟁
에 동원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자원을 수탈하여 갔다. 이 시기 일본은 조선에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민족 말살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말과 우리글의 사용은 물론 우리
역사의 연구와 교육도 금지했다. 학교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했고, 국사 시간에 일본사를
가르쳤다.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신민의 서’를 외워야 했고, 일본 신사에
참배해야 했다. 내선일체라며 일본과 조선은 조상까지 하나라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창씨개명을 강제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자는 불령선인으로 몰아 탄압했다. 모든 민족
주의 단체는 해산되었고, 민족 신문은 폐간되었다. 문학계에도 광풍이 몰아쳤다. 감시와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전향
시켰다.
일제말기 문화예술계에 무력감이 팽배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의기소침해하거나
절망했다. 좀 더 강력한 저항과 투쟁이라는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망설였다. 많은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일제에 무릎을 꿇었다. 민족작가 현진건은 일제의 강압에도 결코 굴복하
지 않았다. 그 대신 펜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른 문인들처럼 역사소설에 눈을
돌렸다. 우리 역사 속에 녹아있는 민족혼을 역사소설을 매개로 불러내었다. 민중이라는
대지 위에 해방과 독립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했
다. 그런 까닭에 현진건 역사소설은 주체의식과 민족주의적 색채로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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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도
｢적도｣ 이 작품은 현진건의 장편소설이다. 외형상 낭만적 연애소설이다. 어떤 면에서
현진건 문학의 예외적 작품이라 할 만하다. 현진건이 평소 사실주의 취향의 순수예술소설
을 지향하고 낭만주의 소설이나 통속적 대중소설을 경계한 점에서 그러하다. 현진건이
적도를 집필하기 전에 시인 이상화를 고향 대구에서 만나 연애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소망
을 피력한 일화가 전해진다. 한번쯤 달달한 연애소설을 써보고 싶었던 욕망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반듯한 모범생이라 하더라도 문득 탈선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는
일반론이 현진건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의 달인 현진건이 ‘단편소설에서 장편
역사소설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적도다.’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다. 말하
자면 적도는 장편역사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 실험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진건
은 장편소설과 체질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았다. 하나의 장편소설을 완성하기까지 짧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고 엄청난 공력을 들였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한 장편소설
은 적도와 무영탑뿐이고 나머지 역사소설 네 편은 모두 미완성이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뼈아픈 부분이다. 물론 빈곤과 건강 악화로 요절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안타까
운 마음을 숨기기 어렵다.
적도에서 기생 한 명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이전투구를 벌이지만 결국 민족의 해방과
독립운동이란 공통분모로 수렴하고 만다. 우리 민족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 함께 극복
하고 공감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적도가 현진건 작품임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현진건의 독립정신과 민족주의는 적도에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적도는
일제 식민지 사회의 추락한 도덕상과 민족혼으로 무장한 현진건 이데올로기의 합작품이
다. 이 작품도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
로 한 적도를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적도가 역사소설적 성질을 살짝 함유하고 있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소재를 과거 역사에서 구한다는 점 외에 역사소설과 다른 장편소
설을 본질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현진건의 견해를 떠올려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무영탑
｢무영탑｣ 현진건은 설화와 역사를 재구성하여 이를 작품화하였다. 단순히 사실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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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예술적인 창작물로 승화시켰다. 이전의 역사소설이 영웅적 인물이나 기념비적
위인을 다루었던데 비해 무영탑은 예술인과 하층민 등을 등장시켜 일련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준다. 현진건은 신라의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시대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계층 간의 화합을 도모
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발전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타락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하면서 새로운 정의사회를 향한 개혁의지가 예술과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엄혹한 상황에서도 의가 아니면 따르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한다.
남편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매음녀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아사녀의 선택
은 자포자기가 아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에 터 잡은 육신 공양이다. 비빌 언덕도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구차한 삶을 거부하고 주저 없이 몸을 던지는 아사녀의 행동은 명예와
자존을 몸소 실천하는 용기 있는 몸부림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 여성의 분노를 역설적이고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중의적 기제이기도 하다.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는 작가의 목소리가 주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낮은 신분의 석공
아사달에 대한 사랑을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만의 용감한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라 잃은 식민지 민족이지만 민족의 독립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여인의 환영이 하나로 합일하여 부처의
얼굴로 화한 것은 일제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민족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
정신력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의 무대를 신라시대 서라
벌로 설정하고 소재를 그 시대 설화에서 가져왔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일제의 참혹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저항이다.
이명재는 사대지향적인 당학파와 국수지향적인 국선도 그리고 심미주의를 대비시키고
훌륭한 예술작품 속에 한 몸으로 녹아 있는 우리 민족혼을 추출하여 식민치하의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사달의 정은 일제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투쟁도구이고, 탑은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할 과제인 독립이다. 돌덩이에 나타난
부처상은 우리민족이 하나로 뭉치면 자비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석가탑 건조에 층마다 하나의 돌을 사용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단일민족의
상징으로 끌어온 점도 특기할 만하다. ‘어떠한 압제하의 상황도 우리민족의 정신적인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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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괴할 수 없다’는 평자의 해석은 타당하다. 역사소설 무영탑을 보면 역사소설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작가 현진건의 절규를 들을 수 있다. 이 작품은 민족정신
고양을 위한 정신계몽용 텍스트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족혼이 담긴 유형문화재로 풀어
낸 간접적 민족주의의 실현은 무영탑이 가진 진보적 양상’이라는 기존 연구자의 현학적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체제와 사회를 비판하는 인물묘
사마저 조심스러웠다. 검열 받고 감시당한 시대였다. 무영탑과 같은 역사소설은 일제의
감시와 검열을 피하는 한 방편이기도 했다.
신동욱은 무영탑에 대해 “사실적 준엄성과 함께 낭만적 혁신의, 또는 진취의 의지도
동시에 살아 있다고 보여 진다. 있음의 실질적 세계에 대하여 있어야 함의 시적 논리를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낭만적 지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학 유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하나로 지목된다.”고 평하기도 했다. 천이두는 “현진건은 외래
적인 당학보다 주체적인 국선도를 택해 보였다”, “일련의 역사소설에서 볼 수 있는 바,
일제말기의 가혹한 상황 아래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주의적 색채를 드러
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평했다. 강영주는 무영탑의 진보적 민족주의 색채를 인정하긴
했지만, “무영탑은 한편의 낭만적 연애소설”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김윤식은 이 시기 발표
된 역사소설을 작가의식의 관점에 따라 “이념형 역사소설, 의식형 역사소설, 중간형 역사
소설, 야담형 역사소설” 등으로 분류했다. “이념형 역사소설은 작가가 현대소설에서 역사
적 소재를 빌어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현진건의 무영탑과 흑치상
지를 이념형 역사소설로 규정지었다.

4. 흑치상지, 선화공주 등
현진건의 장편소설은 적도와 역사소설 무영탑만 완성작이고 나머지 역사소설 네 편은
미완성작품이다. 미완성작품이라 하여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지므로 독자적으로 연구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현진건이 한창 활동할 나이
에 생을 마감한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해방 이후까지 현진건이 생존하였다면, 미완성
작품도 모두 훌륭하게 완결되었을 것이고, 우리 근대문학사는 훨씬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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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빙허 현진건은 김동인, 염상섭 등과 함께 근대문학 초기에 단편소설 장르를 확립한
소설가이자 사실주의 문학의 종결자다. 그는 체험이란 프리즘으로 보는 세상이 소설이라
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리얼리스트다. 현진건 문학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현진건의 문학관과 소설양식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리얼리즘 기법의 결정체다.
현진건은 식민지시대의 사회상을 탁월하게 표현해 낸 문학인으로서 그 문학사적 위치를
확고하게 점하고 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은 가난한 하층민의 참담한 삶을 허구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제 식민지의 암담한 민족적 현실과 고통 받는 식민지 민중의 문제를 문학의 장에서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다.
소설은 사실에 충실한 철두철미한 창작이고, 역사소설은 등장인물 뿐 아니라 소재와
무대 등이 모두 과거 역사에 터 잡은 소설을 말한다. 그렇지만 역사소설도 문학작품인
이상 창작물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이라 하여 일반적인 소설과 근본적으
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인물과 소재 그리고 무대 등이 과거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는 점과
소설의 분량이 많아져 보통 장편소설이 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가질 뿐이다.
일제말기로 접어들면서 민족말살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현진건이 역사소설에 천착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당한 역사적 환경에서 역사소설의 선택은 감시와
검열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현진건은 역사소설 속에서 독립에 대한 강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
녹아있는 민족혼을 역사소설로 불러냄으로써 민중이라는 대지 위에 해방과 독립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했다. 현진건 역사소설의 특징은 주체
의식과 민족주의적 색채라 말할 수 있다.
현진건의 소설을 단편소설 그룹과 장편소설 그룹으로 나누어 작가 개인과 사회의 역사
적 잣대를 각각 도구개념으로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입체적 접근방법으로
수평적 어프로치와 수직적 어프로치를 동시에 병행 사용하였다. 본고에 적용한 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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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을 ‘시스템적 어프로치’라 칭해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현진건 문학의 정체성과 본질을 파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현진건 문학을
재조명해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진건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신뢰할만한
합리적 결론인지 심층적으로 논증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숨기지 않는다. 그 결과 단편소설
그룹과 장편소설 그룹 공히 기존의 선행연구 성과와 본고의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진건 문학에 대한 접근방법이 어떠하든지 그 연구 성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자의 연구 태도가 성실･타당했고, 그 연구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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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극복에 필요한 정보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 김대현

국내에서 2020년 2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발생하였으나 민관 협력, 시민들의 협조,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환자분류와 격리를 통해
다른 나라보다 사망자를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였다[1]. 앞으로 1-2년간 반복
적인 유행이 예상되므로 바이러스의 특징과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2,3].

원인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는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그룹에서 사스바이
러스(SARS-CoV)와 관련되었다는 의미에서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로 명명되었다[4].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하며 단일 가닥 외피 RNA 바이러스이며 입자는
1개에 직경이 대략 0.05~0.2µm이다. 균주(strain)는 박쥐와 천산갑에서 발견된 것과
유전자 염기서열이 유사하며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과 중국 우한을 벗어
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된 B형,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5].

치명율
: 사람에서 감염이 발견된 7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표. 1)중에서 병독성이 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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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베타군에 속한 사스바이러스와 메르스바이러스의 사망률은 각각 10%와 35%이나,
SARS-CoV-2의 치명률은 2.5-20%로 보고되고 있다. 치명율은 고령인과 기저질환자의
비율, 의료체계의 치료 역량, 바이러스 변이형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치명
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국내의 경우 30대 0.09%, 40대 0.21%, 50대
0.72%, 60대 2.47%, 70대 9.29%, 80세 이상의 경우 22.22%이다. 이러한 치명율은
남성, 65세 이상, 흡연자에서 더 높다.
표. 1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1. Human coronavirus OC43 (HCoV-OC43), β-CoV
2. Human coronavirus HKU1 (HCoV-HKU1), β-CoV
3. Human coronavirus 229E (HCoV-229E), α-CoV
4. Human coronavirus NL63 (HCoV-NL63), α-CoV
5. Mi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MERS-CoV), β-CoV
6.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 β-CoV
7.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β-CoV

감염력
: COVID-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보다 인간 세포 수용체에 10-20배 더 잘 결합
하여 더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6].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무증상에도 가능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1-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콧물로 인한 비말 감염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재생
산지수는 2.2이며[7],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경우에는 0.58로 감소하였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후 발생한 이태원클럽 감염자의 경우는 2.5 였다. 대만 연구에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2차 감염률이 1.0% (95% CI, 0.6%-1.6%) 이며 5일 이후에는 2차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 무증상 시기에 2차 감염률도 0.7% (95% CI, 0.2-2.4%)로 나타나
무증상 시기와 증상 발생 초기가 감염력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8] 오염된 손으로
입, 코 혹은 눈등을 접촉했을 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한 후 3시간, 구리에서는 4시간, 카드보드에서 24시간,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표면
에서 2-3일까지 검출되었다[9]. 싱가포르에서의 연구는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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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후 7~10일 동안 지속되며 7일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
고, 11일 후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감염력은 없다고 한다.

증상
발열, 근육통과 함께 폐렴으로 인한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이 생긴다. 약 14%는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3% 이하, 폐침윤
24%)을 동반한 중증도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며, 5%는 호흡부전, 장기부전 및 기능장애
및 패혈성 쇼크를 보이는 치명적인 증상을 보인다[10, 11].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를 대상
으로 한 전화 응답조사에서는 15.3%의 후각마비와 15.7%의 미각마비가 관찰되었다[12].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은 30.8%(95% CI 7.7-53.8) 였다[13,14].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서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흔히 처방되고 있는 고혈압약제
인 ACE 억제제와 ARB 제제는 중증도를 줄이므로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다[15].
표 2. 위험도 분류(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

환자 평가

연령(세)

기저질환

현재상태

65 이상

유

Critical

50 미만

유

Severe

65 이상

무

50 미만

무

경증

50 미만

무

No Pn

생활치료시설

무증상

구분 없음

무

무

자가 및 생활치료시설

중증
중등증

Mild Pn

치료시설
국가지정, 지역거점
병원시설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 구분이 모호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름. (나이 기준, 전신상태 및 임상증상 고려)

중증도 분류
사망위험도에 따라 연령, 기저질환, 현증을 고려하여 분류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위험도 평가에 따른 분류는 무증상, 경증, 중등, 중증으로 분류하여 치료시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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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1, 표 2,).

Figure 1. 코로나-19(COVID-19) 환자 분류체계(DH Kim. JKMA 2020)

소아와 임산부 감염의 위험
10대 이하의 감염률이나 치명율은 낮으나 유소아와 청년기에서 면역반응으로 인한 다
기관염증증후군이 보고되고 있다. 임산부들의 감염 증상은 비임신 성인들과 비슷하며,
신생아 및 태아 감염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증거는 없었다. 임산부는 면역 억제 상태로
호흡기 병원체와 폐렴에 취약할 수 있으며, 생리적 변화(횡격막 상승, 산소 소비 증가,
호흡기 점막 부종)로 인해 저산소증에 대한 위험이 있다. 산모에서 태아로의 수직 감염에
대한 증거는 없다[17].

검사법
확진 방법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 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이다. 국내에서 91만건 검사로 확진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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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다.
항체 검사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IgM과 IgG 항체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5-14일)이
필요하므로 초기 진단의 어려움이 있어 rRT-PCR 검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18]. 팬데
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대일 선별검사법에 비해 승차
(drive-through) 검사와 보행(walk-through) 검사가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고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19].

예방접종
백신개발은 DNA, 분자 클램프, mRNA, 단백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백신개발 후 상용화까지 최소 18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는 문제점이 있다. 바이러스 변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항체 가 2-3개월 이내에 소실된다
는 결과도 있어서 효과의 불확실성도 있다.

치료제
혈장치료는 회복된 환자의 혈장을 주입해 혈장속의 항체가 바이러스를 중화 시키는
치료법이다.[20].
에볼라 치료를 위해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폐렴 증상이 완화에 일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신종 인플루엔
자, Bunya, 황열, 아레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아비간이 임상 실험중이다. 중환자에서
덱사메사손이 사망률을 30% 줄이며, 이차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한다.

전망
앞으로 유행전망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유행이 여러번 반복되는 시나리오 1, 2020년
후반기에 대량 유행이 생기고 감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2,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다 사라지는 시나리오 3.의 3가지를 예측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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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늦가을에 대유행이 생기는 시나리오 2를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기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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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하정희

2020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COVID-19로 인한 ‘Untact’ 움직임 속에 대학은 비대
면(Untact) 수업 방침을 발표하였고,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온라인 열차에 탑승
하였다. 경북대 의대는 동인동과 학정동 멀티캠퍼스 체제가 벌써 5년이 넘었으나, 원격영
상회의, 원격영상 세미나 등은 늘 생소했다. COVID-19로 인한 응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
는 방법으로 시작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원격회의 시스템, 실시간 원격
수업, 스마트 출석, 온라인 과제 평가, 채팅 토론 진행 등 진보한 디지털 소통 시스템은
편리하고 유용하였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소그룹 실험 실습과 시험은 대면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직접 학교에 가서 지내면서 느끼고 배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1학기 전체는 비대면(Untact) 수업 방침이고, 하계 방학 중 실험 실습 집중
기간이 기획, 발표되었다. 교육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비록 비대면 형태이지만 원격수업
을 통해 실험 실습 이론 및 간접체험 자료 학습을 하였고, 필수 체험은 비대면 수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도 평소 대면 사회 활동에서 경험한
행사들이 온라인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경험의 기억을 중첩 시키면 그 감흥이 새롭다.
Untact’ 원격 간접 실험(체험) 교육은 추후 연이어 시행되는 직접 실험(체험) 교육의

‘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교육 시간 단축, 수행 횟수 증대, 교육생 간 거리 두기 가능함
의 방정식이 형성된다.
대학의 실험 실습 교육, 국민 생활과학 교육, 취업 교육, 재직자 자기계발 교육, 산업훈
련 교육 등도 달리는 온라인 열차에 재빠르게 올라타고 있다. 온라인 ‘Untact’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감염전파를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시간과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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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받지 않고 제공 가능하다는 장점이 더 부각 된다. 우수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은 COVID-19 이전부터 제시된 바 있다. 과학실험, 체험, 기기 사용법 교육 같은
교육 콘텐츠 제작 산업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감 콘텐츠 산업 촉진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Untact’ 핵심서비스인 실감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에 실감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의

‘

오감 자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지칭
한다. 특히 3I, 즉 몰입감(Immersive), 상호작용(Interactive), 지능화(Intelligent) 등을
특징으로 하며, 높은 현실감과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Hologram) 등이 대표적인 실감 콘텐츠로 부각 되고 있
다. 이들 기술은 단순히 체험을 넘어 현실을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할 전망이다.
5G 상용화 시대, 고품질의 실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한계를 극복하면,
교육을 비롯한 과학 기술 연구, 국방, 재난･안전,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
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 공공서비스･산업･과학 기술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실감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실감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실감 콘텐츠의 제작, 유통, 디바이스
등이 연결 선상에 있다.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펀드 운영 등은 산업 성장 기대
효과가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의 실감 콘텐츠 교육 확대, 산업융합 현장 인력 양성, 실감
콘텐츠 실증 및 사업화 우선실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의 로드맵이 형성 중이다.
전 지구적 이슈로 진행되고 있는 ‘Untact’ 환경의 보편화와 함께 사이버안전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이미 토론이 시작되었다.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변곡점을 만들어 내면서 디지털 혁명의 New Normal 시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새로운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방송마다 외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감하고 있는 공공 안전보장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적인 산업 기술로
써 사이버안전기술의 중요성이 이미 검토되고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미래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

보면, 지금 잠깐의 멈춤 뒤에 도약의 숨 고르기를 하는 산업체의 모습을 다수 그려볼
수 있다. ‘언택’에서 ‘온택’으로! DNA 산업 성장 기회는 ICT 산업 포럼의 주제였다.
COVID-19로 인해 확산 중인 비대면 환경이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뉴딜의 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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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산업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새로운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혁신(Innovation)의 개념이 사회시스템의 혁신
에서 개인 혁신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개인형, 맞춤형 혁신 제품, 서비스의 트렌
드화로 대중의 관심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개념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Untact’ 사회는 편리함을 위하여 배달 커머스,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비대면 금융 확산, 전자결재의 활성화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재택
근무와 넓어진 사회적 거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5G, Cloud meeting(Video conference),
AI, 스마트공장(공장에서의 ‘untact’, 산업 AI)가 앞당겨지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5G
Network 인프라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긍정적이다.
COVID-19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원격의료, 새로운 의료산업(의약,
의료기기, 백신, 생명공학,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찰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 현재 직면하
고 있는 우리의 공통 국면은 고령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양극화,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등이며, 기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융합, 저비용, 고품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래 유망산업은 에너지 환경, 바이오 헬스, 정보통신기술융합,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꼽히고 있다.
바이오 헬스 케어의 시장 기회는 장소 무관(mobile), 건강과 예방, 맞춤형, 노후 불안
해소 등의 관점에서,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요구가 증대되었다. 학문 간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며, 현대인의 생활 변화와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공적인 바이오 헬스 기술의 개발로 기술 무역의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는 창업, 사업화로 연계되고, 이것이 국내외 비즈니스 개발로
무리 없이 연결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최적화된 생태계
구축이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업규
제 완화, 교육 훈련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Bio-hightechnolgy의 범주는 의약, 생물 의학 공정, 농업, 제조, 에너지, 환경,
서비스 등 산업 활용도가 제고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물 의학 공정이란 응용생명과학과
공정과학의 원리와 방법, 인체의 구조, 기능 및 생명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연구,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재료, 삽입 기계, 인공기관 및 생물의학 신호 검사 등의 연구개발 전반을

128

Daegu Metropolitan Council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하정희

다루는 분야이다. 자국의 지적 재산권과 국외 주요 시장 전망 대비 중요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연구개발도 간접적으로 이에 속한다.
COVID-19로 인한 잠깐 멈춤 동안 의도치 않은 지구 환경 개선을 목격하게 되었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삶’의 복원의 계기가 되었다.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

개인 안보(personal security), 건강 안보 (health security) 등의 신개념과 함께 슬기로
운 집콕 생활, Home Ludense 문화의 확산이 시작되었다.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포함
한 산업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거주 공간 내부의 주거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인테리어/리
모델링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건(축)자재 업계의 변화 역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공통적인
업계의 특징은 단품 판매 구조에서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는 패키지 판매(디자인 패키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표준화를 통한 패키지 공사 단축과 인력 시스템, Quality
control등을 통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업계의 관심사라고
한다.
COVID-19 이후 다수 국가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불균형성장 전략이 예측되었는데, 우선 지원 대상은 먼저, 대량 실업 문제
를 재빠르게 해결하는 과업이 주어질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조립산업(assembly)
인 자동차산업이 그 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래의 본격적인 소비 주체는 정보통
신 기술에 익숙하고, 고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싼 제품보다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선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운전자가 가장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인 자가운전 보조 컴퓨팅(Self-Driving Computer)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무선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배터리의 기능 개선은
주행 시간, 충전 시간 단축, 폭발 위험 등의 감소 효과로 연결되고, 배터리 통제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여러 배터리 사이에 에너지양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소재를 전고체 전지로 대체하는 과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스마트한 미래, 현재보다 ‘똑똑한’ 미래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의 모든 설비와 시스템이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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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동화 수준을 높여서 소수의 인력으로 공장이 스스로
판단,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공장이란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IoT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지능형 제어를 수행하므로, 생산 효율
증대는 이미 보고되고 있고, 적용 공장의 수는 점차 증가 추세이다. 기계의 도움으로
인한 자율성의 인간 생활에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잘 알려진 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자율 주행 시장에서 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는 얻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의 차이인데, 완성차업체, 부품업체의 경우는 부분 자율 주행(Lv3)→ 완전 자율 주행
(Lv4)단계로 기술개발･양산을 목표로 하고, ICT/SW 업체의 경우는 완전자율주행을 목표
로 하여 자율주행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선점 등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특정 산업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려워서, 자동차/부품-ICT 서비스업체-반도
체 등의 협업이 필요하며, 향후 주율 주행 센서 및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현재 주목받고
있다.
과학 기술 기반 사회 조성의 움직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고 없이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자 유효 기술의 발 빠른 응용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은 이미 위기의 전파 범위만큼 널리 공감되고 있다. 과학 기술을
융합･접목한 서비스업은 특히 장점이 확연하다. 대학의 창의적 인재(기초 원천기술)과
공공(연)의 연구인력(응용기술)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융합하여
신산업으로 나아가고자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R&D
혁신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사업화 플랫폼 등의 육성 방안이 한 예로 들 수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연구를 통해 기술이 개발되고,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대학의 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하부구조 건실화 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의 자기 주도적 과학 기술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효율적 연구･개발(R&D) 기획 기관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국가 과학 기술
심의위원회 산하 지방 과학 기술 진흥 협의회 회의 내용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지역연구개
발지원단을 지역의 과학 기술 싱크 탱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모든 지역에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 기술 프로젝트’ 규모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과학 기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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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는 많은 시행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을 지정하여
지역대학에 특화된 보유기술･인력을 해당 지역 산업체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든지, 비지
정사업으로 bottom up 방식 R&D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애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산･학･연 생태계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대학 등의 학술연구가 성공적인 R&D에서 산업화로 진행되는 로드맵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지방 연구자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방향 모색이 제시되고 있다. 지자체의 R&D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성 관리
를 도모하면서 개선 방향 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R&D 통계 관리를 위해서는
세부사업 단위의 유형별 분류 체계와 R&D 총괄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결정된 연구
개발 사업 분류 기준을 대외에 공개하고, 지자체 R&D 통계 발표의 정례화도 개선 방안으
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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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비상 행동시대의 대구 폭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해동

1. 들어가면서
2000년부터 10년 정도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전 지구 기온상승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
다. 최근에 빠른 기온 상승으로 저위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고위도 지역으로 지구생
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열대우림의 훼손
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20년 이내에 500여 종의 척추동물들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규모의 산소를 생산하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이 기온상승과 가뭄으로 광합성 능력을 빠르게 소실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나라 언론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생태계 파괴의 구체적 사례가 된다.
열대우림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990년대에 연간 460억 톤이었는데 2010년
에는 250억 톤으로 감소하였고 2030년경에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고 한다. 1990에서 2010년 사이에 감소된 열대우림의 연간 이산화탄소 제거
량(210억 톤)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및 캐나다에서 방출하는 10년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 같은 감소는 열대우림을 구성하는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이 33%나 떨어지고 숲의 면적 자체도 19%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 연구를 리드한 영국 리즈대학의 연구진들은 열대우림은 지구시스템 내에서 핵심적인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구 기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비상행동(온실가스의
조속한 감축)이 따르지 않는 한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 격리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
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열대우림의 쇠퇴는 인류가 가장 우려하는 기후 변화

132

Daegu Metropolitan Council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해동

충격 중의 하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
오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도 수십 년 앞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가 연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500억 톤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열대우림의 탄소흡수량 감소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열대우림의 빠른 고사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협
약인 ‘2015 파리 신 기후체제’에서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지구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가장 무서운 피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기에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다소
멀리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상재해의 대형화에서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기상재해
의 대형화로는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태풍의 대형화, 가뭄과 홍수의 양극화 등을
들 수 있다.
기후학자들은 이들 기상재해 중에서 재산과 인명에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폭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폭염은 이미 지구촌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재해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4~6월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기온이 50℃에 달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폭염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확인된 사망자 수만도 5,000명이 넘는다. 특히 폭염이 가장 심각했던 2003년에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 해 유럽에서도 35,0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했는
데,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약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10년 여름에도 동유럽
과 러시아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56,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10년에는 1,7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더위로 서울에서만 고온으로 약 900명이 사망하였고, 2012년
과 2013년의 폭염에도 1994년에 버금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18년의 폭염으로
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로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폭염으로 인한 추가사망자
수는 2만 명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1988년 LA폭염사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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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인명피해 규모는 태풍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데, 태풍이나 홍수와 달리 조용한 가운데 다수의 인명을 앗아가는 폭염을 미국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와 대구의 폭염문제 현황 및 기후변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더욱
심각해져갈 폭염의 장래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구의 폭염 대응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폭염 현황과 전망
여름철 폭염은 이미 지구촌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재해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연말
에 시작되어 수개월 이어진 호주의 산불도 일 최고기온 40℃ 이상의 폭염과 그에 따른
가뭄현상의 지속에 원인이 있었다. 호주의 산불은 500여명의 인명피해, 보건비용 1조
6천억 원, 재산피해 1조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만들었다. 또 8천여 마리에 이르는
코알라의 죽음을 포함해서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며, 호주 산불이
지구상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지역인 호주에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래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빠르게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강화될 온실효과 만에 의한 것이
아니다. 폭염을 가져오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지구온난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대기 연직
순환의 메커니즘에 본질적인 변화가 유발되어 좁은 강수영역과 보다 넓은 영역의 하강기
류 영역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사막화 지역이 확대된다는 사실과 대기안정도가 강화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우리나라에 기상관측 역사 이래 가장 심각했던 역대
급 폭염을 가져온 티베트와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의 건조화 진척으로 열적 고기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대기의 안정화로 대류불안정에 의한 구름생성과 강수현상도 나타나기
어려워져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장래 일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폭염의 전형으로 2018년 폭염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년 폭염은 북반구 거의 전 영역에서 나타났고 북극권에 가까운 스웨덴에서
조차 화씨 온도계가 보급된 이래로 가장 높은 고온(34℃)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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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기후연구기관에서 장래 폭염을 전망하는 보고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들은 공통
적으로 2018년과 같은 극한 폭염이 장래에는 일상화될 것이며 나아가서 폭염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2015 파리 신 기후체제’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이기에 폭염의 심각화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기후연구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폭염의 빠른 심각화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래 폭염(열파)일수가 서남해안과 제주도(연간 25일 이상)에서
가장 높고, 호남과 충청 등의 서쪽 지역(20~25일)이 동쪽(15~20일)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열파의 지속기간은 서쪽보다 동쪽에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래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류순환의 지역 간 차이에 있다. 일단 폭염이 발생하면 대구가
위치한 동쪽 지역이 서쪽보다 폭염이 이어지는 일수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폭염이 지속되는 일수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우리나라의 폭염 취약성은 동쪽이 서쪽보다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대구의 폭염과 대응방안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 대구의 일 최고기온
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평균 기온이나 임계
건강피해 유발 온도(32도 이상)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시간과 같은 지표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의 고온 열 환경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구가 여전히 최상위 수준에 있다. 대구의
여름철 열 환경이 열악한 원인은 내륙 분지에 위치한 대도시라는 지형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폭염이 심화되는 또 다른 원인은 도시화에 있다. 대도시의 기온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온난화보다 도시열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열섬의 가장
큰 원인은 아스팔트도로와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토양과 녹지가 사라지는 것에 있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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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은 낮에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저장한다. 이를 열용량의 증가라고
하는데, 열용량의 증가로 도시의 지표온도와 기온은 상시적으로 교외에 비하여 높은 상태
가 된다. 따라서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여름철 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의
열저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대책이 된다.
대구의 폭염 발생일수는 지난 110년 동안에 연평균 23.3일로 전국 평균 9.0일보다
2.6배나 많이 나타났다. 또 변화경향은 +0.69일/10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0.13일/10년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523%)이다. 최근 30년 동안의 대구의
폭염일수는 26.5일로 과거 30년의 20.2일에 비해 6.3일 증가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일수는 32.0일로 최근 30년보다도 5.5 더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구의 폭염은 전국에
서 가장 심각하다.
대구의 야간 열 환경도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다. 과거 110년 동안의 평균 열대야일수
는 8.4일로 전국 7.3일보다 1.1.일 더 많았다. 대구의 열대야일수 변화경향은 +1.12일
/10년으로 증가 추세인데, 전국의 +0.97일/10년에 비하여 115% 수준이다. 최근 30년
동안의 열대야일수는 14.2일로 과거 30년 5.2일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의 열대야일수는 16.1일로 최근 30년보다 1.9일이 더 증가하였다.
대구 내에서 소지역별로 고온 현황을 조사해 보면 소지역간에 큰 차이가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에 나타난 대구의 여름철 고온 상세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달서구, 서구 등의
서쪽 지역이 높고 동구, 북구 등의 동쪽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대구의 여름철 주 풍향이 동풍계열이어서 서쪽지역일수록 고온의 지표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는 지리적 요인에 더하여 서쪽 지역에 산업 활동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인공
구조물 비중이 높음) 도시열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대구의
동쪽과 서쪽 사이의 온도 차이는 낮의 최고기온보다 야간의 최저기온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10년 동안에 나타난 대구의 여름철 폭염 현상일수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달서구,
서구 달성군 등의 서쪽 지역이 많고 동구, 북구 등의 동쪽지역이 낮다. 산업 활동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 인공구조물의 밀도가 높은 서쪽에 폭염현상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금세기말(2100년)까지 대구의 여름철 고온현상을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여름 3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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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평균한 일 최고기온이 금세기 중･후반에는 폭염주의보 수준(일 최고기온 3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장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인적, 물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대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의 소지역별 온도상승 경향은 지금도 기온이 더 높은 달성군,
달서구, 서구 등의 서쪽 지역이 동구, 북구, 수성구 등의 동쪽 지역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폭염현상일수(폭염일수, 열대야일수)는 모든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금세기말까
지 모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빠르기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기후변화시나리오인 RCP8.5에서는 금세기 말에 폭염일수는 78.7일, 열대야일수
는 56.3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대구는 여름철
3개월 대부분이 폭염에 노출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속도로 여름철
고온화가 가속화되어 간다면 2050년 전후로 인명 피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의 폭염 취약성을 가장 잘 파악한 연구 성과로 2018년
에 발간된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국립기상과학원(2018)에서 우리
나라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일 최고 인지온도(PTmax)와 기온(Tmax)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시의 폭염취약성 평가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구는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임계온도
가 다른 시도보다 낮은데 폭염이 나타나서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률과 사망증가율도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폭염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지역의 장래폭염 전망과
인구구성 변화를 감안한 장래 취약성평가에서도 금세기 중반부터 모든 연령대에서 인명
피해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염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한층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염 쉼터는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낮 시간동안에 폭염을 대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해외 선진국
에서는 도서관, 미술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야간 모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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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구시가 앞으로 폭염 대피시설을 정비해 감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구의 지리적, 도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의 도시기후를 분류하면 5개 권역으
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 소 영역에 대해서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2016년 여름의 폭염시기
를 대상으로 기온의 시간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대구지방기상청이 소재한 동구에 비하여
도심지(중구)의 기온이 하루 종일 크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가장 작을 시기는
오전 8~10시 사이로 1℃내외이고, 야간과 한낮에는 그 차이가 3~4℃나 났다. 또 일출이
후 기온상승속도와 일몰(18시)이후 기온이 하강하는 속도가 도심지역이 교외지역보다
느렸다. 이것은 도심지가 교외지역보다 인공구조물로 인해 열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
는 방증이 된다. 대구의 도시화에 따른 야간 대기 냉각률 변화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대구 도심은 교외지역에 비하여 야간 기온 냉각 속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대구 도심지의 높은 열적에너지 존재(인공구조물과 인공폐열)의 존재와 낮은 풍속을 지적
하고 있다.
일본 동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140년 동안의 기온상승 원인을 지구온난화효과와
도시열오염(=도시열섬)효과로 구분해 보니, 온도상승 원인의 약 70%가 도시열섬에 있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도시 고온화에서 도시열섬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가 장래 전망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열섬 완화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를 말한다. 도시열섬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다양한데, 이것의 적용은 일본 동경의 사례
(동경의 환경기본계획 조례, 2005처럼 대구 전체를 상세 공간 간격으로 분류하고 그곳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는 팔공산과 비슬산(앞산 등) 및 경산의 남천 등으로부터 저온의 청정한 곡풍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야간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바람
길 확보). 이를 위해서는 계곡풍이 형성되어 불어 내려오는 도시 하천의 상류 지역의
개발을 막고 이미 훼손된 곳도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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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형성되는 계곡 풍으로 도심 전체의 환기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산곡풍이 도심지로 유입되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음) 홍콩처럼 대구의 일반 풍의 흐름
을 방해하는 장애물(건축물)의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례로 도시개발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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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경북대학교 교수

하세헌

Ⅰ.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식
2001년 9월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지식인 선언’은 지방분권운동의 시작을 알리
는 하나의 이정표였다. 그 후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지방분권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권한배분에 있어서는
3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배분은 ‘2할 자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처럼 지방분권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 결여 및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등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은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단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1).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방분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35%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3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방분권이 제창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전체의 약 1/3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2>로부터 현재의 지방분권 정도에 불만족
1) 본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가 설문조사기관 코뮤니타스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남성 493명,
여성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95% 신뢰수준에
서 최대 ±2.82% 이내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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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65.4%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방자치학회 2018,
342-344).

그림 1. 지방분권 인지도

그림 2. 현재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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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지 않을 때, 지방분권의 성과를
내기는 좀처럼 어렵다. 지역주민들이 먼저 분권의식을 갖추고, 분권실현을 위해 적극적으
로 움직일 때,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는 비로소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운동은, 각종 민간단체와 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일체감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 서는 특히 지방분권 실현의 전제로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Ⅱ. 주민참여 증대 방안
1.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참여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정책과정에 유효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현재 행정과정에
대한 여론 투입기제로는 반상회, 행정모니터 제도, 각종 위원회 제도,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반 제도는 다수 주민의 여론을 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식적인 여론투입 기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책결정기관은 때로
는 비공식적인 여론형성 채널을 더 중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 전달되는 사례
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어
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형식적 주민참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지배와
통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
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지평 위에서 우선 재정영역의 경우, 국가재정이든 지방
재정이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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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정책･사업에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한편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일상생활과 연관된 문제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주인의식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확보라는 정치적 차원의
중요성 말고도, 행정활동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행정적 의의
도 언급될 수 있다. 즉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결여한 주민참여는 공허할 뿐만 아니라 실천되기도 어렵다.
또한 주민참여를 결여한 지방분권은 그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며 지방 엘리트 독재
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주민참여가 지닌 정치･행정적 중요성에 따라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

‘

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 등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를 규정하고 있
는데, 각 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1>과 같다.
199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주민여론이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여건에서
단체장의 판단이나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하는 주요 기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요한 주민
참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주민참여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민참여제도가 규범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에서는
여전히 지방분권형 자치경험의 부재 및 권위주의 정치문화로 인해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낮으며 그 결과 선거 중심의,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
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반주민들은 참여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경향이
낮고, 정치인들은 주민자치의 지원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집행자인 공무원마저도
주민참여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합리적 무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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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2013, 178-181).
더욱이 현행 주민투표제도는 재정･인사 등 중대 사항을 주민투표에서 제외하고, 주민투
표 청구 요건과 주민투표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주민투표 경비가 과다하게 많이 든다
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현행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또한 주민에 의해 견제되는
지방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켜도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2013, 37).
 표1. 주민참여 관련제도 

제도

관련 법 내용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
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
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송제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발의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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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주민투표제의 민주적 개방
성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무적 주민투표제’와 재정주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
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처리를 지연시키
는 경우에 주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감
사, 주민발안의 제도에서 발의요건 완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외부평
가제 도입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 이전에
의식개혁도 요청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문제 해결
선두주자로서 지역사회 리더 육성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리더와 지속적인 활동 이슈,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분권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동네자치 활성화
동네는 주민참여의 출발점이다. 주민참여가 주민자치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동네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네분권은 동네자치의 전제조건이며 시민 덕성을
함양하는 기본적 토양이다. 이처럼 동네자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됨에
도 불구하고, 지난 70여 년 동안 단일중심주의 헌정시스템과 중앙집권체제의 편집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읍･면･동은 천덕꾸러기 말단하급행정기관으로 기피되고 동네자치의 가
치는 도외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으나 아직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공직자 자치, 또는 행정기관의 자치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방분권운동이 광범위한 지역발전연합세
력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향후 지역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동네자치의 형태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김광석･오창균 2013,
115).
동네자치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단위･공간으로서 동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며 주민참여를 진작하는 획기적인 읍･면･동의 분권이 요구된다. 이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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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광역정부로의 분권과 마찬가지로 광역정부에서 시･군･구 내지 읍･면･동으로의
분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우동기 2003, 17), 동네 단위에 일부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풀뿌리(grass-roots)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전략과 맞물린다. 아
울러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리더의 육성과 주민자치회의 복수
설치, 소외된 주민의 참여유도,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동네주민 간 대화와
동네 공론장을 촉진하는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마을형 복지공
동체 구현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동네자치의 활성화 기획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법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동법 제7조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
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하여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에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동네자치를 기획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규정한 제7조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명시한 제27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일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해 처리토
록 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제도 아래서 그동안
일부 읍･면･동에서 시도된 소중한 동네자치 실험마저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동네자
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동네자치의 활성화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주민참여의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네자치를 진작시키려면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 곧 단일중심주의 패러다임에서 다중심주의 패러다임
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동네자치 활성화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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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을 완화하고 정치행정과 사회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고무하기 위한 헌정개혁 과제이
다. 정부는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동네자치 실험을 가로막는 단일중심주의
제도(이를테면 앞서 지적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문
제)와 관행을 탈피하여 동네자치 혁신을 장려하는 다중심주의 지원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
다(안성호 2016, 361). 시민정신은 공동체와 자유를 체험하는 동네자치에서 함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네자치를 통해 ‘구경하는 정치’에서 ‘참여하는 정치’로 정치의 성격을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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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이동수

Ⅰ. 조례의 개념
1.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며(지방자치법 제22조, 이하 법이라 한다),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권
에 의해 성립되는 자치행정입법이다.
조례는 주민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다
(대판 1995.7.11. 94누4615).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따라서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구속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
도 미친다. 그리고 조례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며,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2. 조례와 법규명령과의 관계
조례를 행정입법에 포함시키기더라도 국가의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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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과는 달리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대판
1991.8.27. 90누6613).
(2) 법규명령은 제정할 때 마다 개별 법률적인 근거를 요하지만(헌법 제75조 및 제95조
참조), 조례는 일반적 수권으로써 제정이 가능하다.
(3) 법규명령의 발령권은 국가적 영역에 속하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법규명령의 제정은 타율적인 법 정립을 의미하나 조례제정은 자율적･자치적 및 자기
책임적 규범의 정립을 의미한다.
(4) 이렇게 볼 때 조례는 국가의 행정입법인 법규명령보다 오히려 법률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3. 조례의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117조 제1
항),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1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은 규범의
정립자(지방의회)와 규범의 수범자(주민)사이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조례의 규범력을 강화
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입
법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국가 등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2.7.28. 92추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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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유형은,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되는 위임조례규정사항과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는
직권조례규정사항으로,
⒝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규정사항과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임의조례규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에 관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법
제22조 단서)에 반하지 않는 한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반면에 위임조례는 법령에서 직접 개별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로서(예,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제 57조 제1항))
그 실질은 국가의 행정입법(위임입법)의 일부를 이루며, 따라서 그 규율범위도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한편,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2. 법률의 우위와 조례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법 제22조
본문) 이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다(대판 2007.2.9. 2006추45).
법률의 우위와 조례에 관련된 주요 판례를 보면,
⒜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지만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
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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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
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11.24. 2000추29 ; 대판 2006.10.12. 2006추38)).
⒝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반하는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제117조의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함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대판 2004.7.22. 2003추51).
⒞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리 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 출산 문제 등 국가적･사회적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한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
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대판
2006.10.12. 2006추38 등).
(2) 추가조례의 효력
추가조례란 조례가 법령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도 동일하나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정한 조례를 말한다.
이에 관해 판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 초과조례(침익적 초과조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았으나(대판 1997.4.24. 96추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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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항에 관한 초과조례(수익적 초과조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4.25. 96추244).
(3) 또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될 수 없음은 물론 법령에도 위반될 수 없다.
법령 속에는 헌법･법률 및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외에 이들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훈령･예시･고시 등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조약(대판 2005.9.9. 2004추1
참조)･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24조).
(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는 법령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관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예 : 기관구성원 임명 또는 위촉권한)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제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조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만들
수 없고1),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2), 인사문제 등에 사전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조례도 만들 수 없다3). 또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조례도 허용
1) 당해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하남시장이 하남시의회가 하남시민의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의결한 행정심판청구지원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하남시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 사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7.3.28. 96추60).
2)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 제22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판 2001.11.27. 2001추57).
3) 판례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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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4), 또한 법률의 우위의 원칙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령에
위반해서도 아니 된다고 하였다5).

3. 법률의 유보와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 제22조 단서).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이 위헌 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위헌설은 제22조 단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
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감시 및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4.7.22. 2003추44).
또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
므로 법령에 위반 된다”고 하였다(대판 2004.7.22. 2003추44).
4)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게 일임하
는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될 것이다”고 하였다(대판 1997.4.11. 96추138).
5)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정된 경우, 그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고,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하였다(대판 1997.4.11. 96추138).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례안은 학비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의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그 학비를 보수(수당)로서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학비를 위 장학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이 지출하여야 할 학비를 지출하지 않게 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6.10.25.
96추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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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도 법률로써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률에서 개별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라는 법 형식에 의하여도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대판 1995.5.12. 94추28) 합헌설을
지지하고 있다6).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위임 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고 하였다7).
6)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의 제정을 위한 법률의 위임의
요부에 관하여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와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중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한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으로써 청구인들
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천담배자판기사건에
서 “이 사건 조례들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헌재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7)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①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가 조례에 대한 위임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판 2017.12.5.
2016추5162).
② 조례의 규정사항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일반적인 위임입법한계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
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11.24. 2000추29).
③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가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도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
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헌재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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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칙규정
지방자치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 제2항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과태료 이외의 형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는 없다고 하겠다.
판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사건에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 된다”고 하였다(대판
1995.6.30. 93추83).
(3)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4조). 이는
시･도의 조례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보다 상위의 입법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시･도의 조례에 반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다.

Ⅲ. 결론
조례는 자치에 관한 규정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이며, 지방자치단
체가 자기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전형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지방차치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전권한성･자기책임성 등을 달
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은 내실 있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등 상위법령의 해석에 있어 폭 넓고 융통성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즉 조례입법에
있어서는 엄격히 상위법령에의 적법성 추구 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합목적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권의 제한 및 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법원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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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성리학의 학문적 지형도와 특징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대동철학회장

장윤수

1. 대구권* 성리학의 학문 연원
1)

영남학파’는 ‘기호학파’와 대칭을 이루는 용어로서 한국성리학의 대표적인 지역학 개념

‘

이다. 영남학파란 용어는 지칭되는 대상이 다의적이지만, 언급되는 학파들이 모두 영남을
지역배경으로 삼는 학문상의 유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초기에 영남학파는 주로 기호
지역의 훈구(勳舊) 세력에 대비되는 영남지역의 사림파를 의미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호사림파에 대비하여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학문 유파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대북(大北) 정권이 소멸된 이후에 영남학파는 곧 퇴계학파를 의미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는 남인(南人) 세력을 상징하였다.
그런데 통상 영남학파라고 할 때 영남사림파, 남명학파, 퇴계학파 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학문 유파가 있으니, 바로 한강 정구(1543~1620)와 여헌 장현광(1554~1637)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유파이다. 여헌은 한강의 조카사위[姪壻]이며, 평소 한강을 대할 때에
마치 스승 대하듯이 정중하게 응대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문하생들 간에도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문인록(門人錄)’에 등재된 인원만 하더라도 무려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한강과 여헌의 문하를 동시에 출입하였다.
한강과 여헌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 무대는 한강의 고향 성주(星州)와 여헌의 고향 인동
* ‘대구권’과 ‘대구지역’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의미가 구분된다. ‘대구지
역’이라 할 때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대구광역시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구권’이라고 할 때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대구와 인근 지역, 즉 대구, 구미(선산), 성주, 고령, 칠곡 등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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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同)을 비롯한 낙동강 중류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의 대구와 주변 지역인 고령, 선산,
칠곡 등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강과 여헌은 그 학문 경향에 있어서 차별적 모습을 보이지
만, 두 사람의 학문은 각각 대구권 성리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강은 남명과
퇴계 모두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이를 회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여헌은
남명과 퇴계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없으며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두 사람의
사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강의 사상은 ‘회통적 특징’이
강하고, 여헌의 사상은 ‘독창적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낙동강 중류지역(대구권)은 남명학과 퇴계학의 교차지점에 있다. 이것은
곧 이 학파의 거점이 영남학파의 ‘주변부 지역’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대구권
성리학은 단순히 퇴계학과 남명학을 추종한 변두리 문화가 아니라, 회통･자득･실천의
학풍을 꽃피운 미래지향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였다. 시대적으로 보아 대구권 성리학은
16세기 초반과 중반의 경우에는 남명학맥과 퇴계학맥이 공유하고 있었고,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는 한강과 여헌의 사상이 성행했으며,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퇴계학파
즉 경북 북부지역 유학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는 퇴계학뿐만
아니라 남명학의 전통도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며, 특히 한강과 여헌의 학풍을 살려 나가면
서 특색 있는 학문 전통을 이루어 나갔다.

2. 대구권 성리학의 형성 배경
대구’는 고려 시기 내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만 ‘현(縣)’이라는 지방행정의 가장

‘

작은 단위로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 초엽부터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로 인정받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601년(선조 34년)에 경상감영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부터 400년 이상 경상도의 행정･사법･군사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상도의 중
심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대구는 여전히 영남학파의
주변부’에 속하였으며, 오랜 기간 침체기에 빠져있었다. 조선 초기 대구지역의 학풍은

‘

정치적 위상에 비해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었다.
대구지역의 성리학 전통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인물은 한훤당 김굉필이다. 그는
한국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굉필은 현풍(玄風)에 거주하면서 학문
을 연찬하였고, 일두 정여창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학인(學人)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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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1세 때에 야은 길재의 학문을 계승한 당시 함양군수 김종직을 찾아가 책을 펼쳤으
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학문적 관심을 ‘수기(修己)’ 중심의 내적 실천에 두었다. 김굉필의
이러한 학풍이 향후 한국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김굉필의 제자 대부분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큰 화(禍)를 입게 됨으로써 정작 대구지역 성리학계는 16세기 중반
까지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못했다.
대구권 성리학계의 부흥은 역설이게도 임진란을 맞아 일어나게 된다. 즉 임진란은 대구
권 성리학자들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의 의병(義兵)은 이 지역
사림(士林)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혼인관계를 통해 인적 교류를 하고, 또한 남명
과 퇴계를 학문의 큰 스승으로 삼아 학파적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대구권
성리학은 특히 임진란 당시의 의병활동을 계기로 하여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한강 정구의 등장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한강은 남명과
퇴계의 학통을 모두 계승하였는데, 학문에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이 주변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회통성’과 ‘실천성’으로 대표되는 고유한 풍토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그는 성주 출신으로서 만년(晩年)에는 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
냈다. 비중 있는 대구권 성리학자들의 압도적인 부류가 한강의 제자이거나 그와 교유한
사람들이며, 특히 이 지역의 서원에 향사(享祀)된 인물들의 대부분이 한강의 문인들이다.
임진란은 대구지역 학자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였다. 민중의 생존적인 측면에
서는 위기로 작용하였지만, 학문의 발전과 학파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회로 작동했
다. 임진란 직후 한 세기, 즉 17세기는 대구지역 유학이 가장 크게 발전하던 시기이다.
당시 대구지역은 재지사족 출신의 학자들에 의해 의병이 조직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고 학풍이 진작되었다. 당시 의병활동의 중심에 섰던 낙재
서사원과 모당 손처눌은 이후 대구지역 성리학계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들은 참혹한 전쟁
이후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유교적 예교(禮敎)의 진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교의 임무를 직접 담당할 대구향교의 재건
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손처눌이 중심이 되어 대구향교를 재건하였고,
또한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처음으로 강학하였다. 당시 대구향교의 재건사업에 참여한
중심인물 대부분이 한강 정구의 문인들이었다.
대구권 성리학자들은 선사재(仙査齋)에서 학문 진흥을 결의하고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연경서원의 원규(院規)를 마련하고 이곳을 대구 사림(士林)의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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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삼았다. 지역 유림의 주도에 의해 연경서원이 중수(重修)되자 한강은 이곳에 퇴계
이황의 위패를 봉안한다는 ‘봉안문’과, 연경서원의 중건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고유
문(告由文)’을 지었다. 즉 임진란 직후 대구 성리학계에는 한강의 영향을 받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서사원과 손처눌이 중심이
되어 대구지역의 유림 대부분이 참여하는 강학과 교제를 이끌었다.

3. 대구권 성리학의 특성 : 회통･자득･실천
대구권 성리학은 남명학과 퇴계학의 접점지대에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유색채는 크게 ‘회통’, ‘자득’, ‘실천’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회통적 성격
대구권 성리학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우선 ‘회통성’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회통(會
通)’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명학과 퇴계학, 영남학과 기호학의
대립 요소를 상호 포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하다. 낙동강 연안지역은 내륙에
비해 타문화의 흡수력이 빠른데, 낙동강 물길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지도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가야 문화의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대가야(大伽倻)의 근거지인 고령, 성산가야(星山伽倻)의 배경인 성주, 고녕가야(古寧伽
倻)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선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주 함창(咸昌)까지도 낙동강 물길
문화로 인한 회통성과 개방적 특징을 드러낸다.
대구권 성리학자들의 사승(師承) 관계를 확인해 볼 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이 바로
남명과 퇴계의 문하를 동시에 드나든 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성주지역의 정구(鄭逑)와
김우옹(金宇顒), 그리고 고령지역의 배신(裵紳)과 김면(金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은 모두 남명과 퇴계의 문인록에 동시에 등재된 학자들로서,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 이 지역에서 학파의 경계가 뚜렷해지기 전에는 남명과 퇴계 문하의 학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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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성리학의 회통성은 달리 말한다면 학문적 개방성으로도 읽힐 수도 있다. 이
지역의 학맥도(學脈圖)를 보면 남명과 퇴계는 말할 것도 없고, 기호지역의 남인학파, 심지
어 노론(老論) 계열의 학맥까지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남명학파가 몇 차례의 정치적
탄압을 받고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명의
학풍이 확인된다. 무신란(戊申亂) 이후 외적으로는 퇴계학파가 이 지역 학계를 주도해
나가지만, 내적으로는 자득과 실천을 특징으로 하는 남명의 학풍이 여전히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구권 성리학자들 중에서는 남명의 경우처럼 각종 여행기를 쓴 이가
많고, 도가적 처사형의 학풍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독서목록에서 장자(莊子)를
읽을 것을 당당하게 주문하기도 하고, 특히 기학자(氣學者)인 장재(張載)와 그의 사상을
강조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이 지역 학자들의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구권 학풍이 지닌 개방성과 융통성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칠곡지역의 대표 사상가인 장복추(張福樞)는 그의 선조인 장현광의 사상이 퇴계
학파 내에서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를 정당하게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장복추 또한 이설(異說)을 대립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이를 회통시
키려 했으며, 사상적으로는 퇴계학과 남명학의 융합 및 한강과 여헌의 회통적 학문정신을
계승하였다. 장복추의 이러한 학문경향은 당연히 그를 추종하던 문인들에게도 전해졌으
며, 이로 인해 대구권 성리학의 회통적 학풍은 19세기 후반을 넘어 20세기 초까지도
이 지역의 학문정신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자득적 성격
대구권 성리학은 ‘자득(自得)’의 공부를 강조하는 조선 초기의 분위기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풍은 선산지역의 유학자인 박영(朴英, 1471~1540)과 장현광을 위시
해서 이 지역 출신의 많은 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박영은 김굉필의 제자이자 동향 출신의
정붕(鄭鵬, 1467~1512)을 매개로 하여 ‘도학(道學)’에로 나아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심득(心得)의 방법론과 대학 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영의 학문적 특징은 역행(力
行)에 바탕을 둔 자득(自得)과 체인(體認)의 공부론이라 할 수 있다. 인동(仁同) 출신의
학자인 장현광 또한 학문의 자득처(自得處)를 강조하였다. 그는 퇴계와 남명의 사상 심지
어는 율곡사상까지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어느 한 곳에 얽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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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이를 넘어서려 하였다. ‘자득’을 강조하는 대구권 성리학의 학풍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대구 출신의 유학자 최흥원(崔
興遠, 1705~1786)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내가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의심이 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으나, 가만히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완미(玩味)한 후에 문리(文理)가 저절로 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스스로 생각해서 이루고자 하였고,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을까 오히려 그것이 두려웠다.(백불암언행록, 권1, 연보: 1726년 3월)

자득의 공부를 강조하는 이러한 학풍은 퇴계학보다는 남명학에서 좀더 강하게 확인된
다. 그래서 남명이 작고한 후에 사관(史官)은 그의 학풍에 대해, “조식의 학문은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치용(致用)과 실천을 앞세웠다. 그래서 시비(是非)를
논하거나 변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경서를 풀이해 준 적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선조수정실록, 1572년 1월1
일)라고 평하였다. 남명은 학문에 있어서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고, 제자들
을 가르칠 때에도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 남명이 평소 공부와 교육에 있어서 자득(自得)
과 심득(心得)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여러 제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선산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 정붕과 박영은 모두 도학자로서의 인식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는데, 특히 박영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학파의 계보에 속한다고 자부하였다. 박영의
시대는 몇 차례의 사화(士禍)로 인해 유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선비정신
이 두드러진 올곧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또한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수양 공부에
철저했던 ‘도학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 도학의 계통을 ‘김굉필정붕-박영’의 계보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선산지역을 포함한 대구권 성리학은 조선 초기
도학파의 중심지역이며, 그 구체적인 흔적이 바로 이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자득적
학풍’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도학파의 공부법은 스스로 체득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성리학이 본래 추구하던 공부법이다. 원래 ‘도학’이 추구하던 바의 지향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상적 특징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실천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구권
성리학의 자득적 학풍은 성리학 본래의 공부법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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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성격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남명과 퇴계는 모두 성리학적 실천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남명은
내면적 자기 성찰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중시했다. 남명은 경(敬)과 의(義)를 대등하게
중시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경(敬)이 주로 개인적 실천과 관계가 있다면 의(義)는 사회적
실천과 관련성이 깊다. 남명은 출처관이 엄정했고, 현실비판이 대단히 매서웠던 학자이다.
그의 올곧은 처신과 높은 기상은 사공(事功)과 상무(尙武)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이것은
결국 실천을 위주로 하는 사상으로 정립된다. 퇴계학과 비교할 때 남명학의 차별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되며, 대구권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명학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 학자들의 사회적 실천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바로 임진란
당시의 의병활동이다.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개별적인 의병활동보다는 집단적인
의병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의병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연경서원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의 결집과 학자들 간의 긴밀한 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출신 의병들의 활동은 임진란 의병사 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특히 이 지역 유학의 실천적 경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실천성은 실용성과도 연계된다. 이 지역의 학자들은 경학(經學), 병학(兵學), 의서(醫
書), 산수(算數)에 두루 밝았으며, 예학禮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실용적인 학풍은
한강 정구와 후대 학자들에게서 강하게 확인된다. 평소 한강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실천한 분야가 바로 교육, 예교(禮敎), 향약의 실행이었다. 한강은 비록 관직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관직에 나아간 후에는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유교의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해 진력을 기울였는데, 이 점은 사직을 거듭하던 퇴계의 관직 생활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한강의 실천적 정신은 문인들에게도 계승되었다. 곽재겸(郭再謙) 또한 여씨향약(呂氏
鄕約)을 제자들과 함께 강습했으며, 서사원은 직접 향례(鄕禮)를 실행했다. 그들은 교화
와 풍속 순화로써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예학(禮學)을 중시한 한강학
파의 구성원답게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유교적 이상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강과 그 제자들의 성리학적 실천성으로 인해 대구권 성리학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통강(通講) 문화가 발달하였다. ‘통강’은 경전이나 시문의 일정 분량을 스스로 공부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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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과 동료들 앞에서 외우거나 해석한 후 지도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임진란 직후인 17세기 초, 이 지역 학자들의 학습 체계와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통강록(通講錄)’이 온전하게 전해 온다. 대구지역 성리학자들은 스승을 모시고 주로 선사

‘

재(仙査齋)와 연경서원(硏經書院) 등에 모여 주자서(朱子書), 심경, 소학, 퇴계집
등을 초하루와 보름마다 강론하였으며, 달마다 강론하는 규약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또한 여씨향약의 규약을 준수하고 송나라 칠현(七賢)의 화상(畫像)에 배례한 후 학문을
강론하였다.
대구권 성리학자들의 실용･실천적 학풍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향약
(鄕約)의 실천이다. 향약은 유교적 이상사회 건설을 꿈꾸는 향촌 사회의 실천규약들로서,
중국 섬서성 출신의 여씨(呂氏) 형제가 처음으로 구성하고 실천하였다. 한강은 1580년(선
조 13년)에 창녕현감을 맡아 다스릴 때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여씨향약을 본떠서 강회계
(講會稧)를 만들고 실천에 힘썼다. 그리고 한강의 제자들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향약
의 실천에 힘썼다.
손처눌은 마을 앞에 못을 만들어 놓고 직접 영농(營農)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도성유(都
聖俞)는 대구 화암서원(畵巖書院)의 원지(院誌)를 만들고 또한 원록(院錄)을 수정하여 여
씨향약의 조약을 바탕으로 하는 성리학적 교화에 힘썼고, 그의 아들 도신여(都愼與)는
1656년 용담현령(龍潭縣令)으로 부임하여 향약을 창설하고 그 ‘서문’을 직접 지었다. 도신
수(都愼修) 또한 1640년 울산부사로 근무할 때 ‘향약 8조’를 지어서 고을 사람들의 풍속교
화에 힘썼다. 이들은 고향에 거처할 때는 실질과 실용의 일에 힘써 직접 땔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기도 했다. 도여유(都汝兪)는 직접 농사를 짓고 땔나무를 하였으며, 도신여(都愼
與)도 한가한 날에 직접 밭을 갈기도 하였다. 백불암 최흥원 가문 또한 효제(孝悌)와 친친
애(親親愛)의 실천을 향촌사회에로 확장하여 동약(洞約)을 시행하였다. 특히 ‘부인동(夫仁
洞) 동약’은 최흥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선조와 후손들을 이어가며 몇 백 년이 넘게 지속되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임진란 후 대구권 성리학자들은 유교적 의례를 통해 향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관례를 적극 실행하였다. 손처눌을 위시한 상당수 학자들이 관례를 시행하였는데,
특히 도성유는 가례(家禮)와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을 참고하여 직접 관례의
홀기(笏記)’를 짓기도 하였으며, 당시 대구권 성리학자들에게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였다.

‘

이처럼 대구권 성리학자들은 실용과 실사(實事) 및 실천의 학문을 중시하였고, 향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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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교적 이상사회의 실천에 힘썼다. 그들은 공허한 성리학적 담론에만 몰두하는 학문
경향을 배격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유교 도덕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치용(致用)의
학문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4. 대구권 성리학의 미래지향적 의미
전통적인 유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은 하나로 합치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그렇지
만 오늘날 한국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을 위주로
한 이론적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론적 논변이 많지 않은 대구권
성리학자들과 그 학문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대구권 성리학은 성리학적
논변에 있어서 두드러진 인물은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방적 회통성과 실용･실천성
을 빼어나게 유지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학파적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훈고적 지식에만 머물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분명하지
않은 형이상학적 담론에만 몰두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유교 문화의 회복은 더이
상 기대할 수 없다. 유교 경전의 교학적 지식에 능통하고 관습적 의례 행위에 익숙한
직업적 유학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참 선비[君子儒]’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미래적 가치를
지닌 선비는 타인의 이야기에 편견 없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회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쳐가는
자득(自得)의 공부를 우선으로 삼고, 배움과 실천 간에 유기적 균형 관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회통･자득･실천의 정신을 지향하는 대구권 성리학을
미래지향적 학문과 선비정신의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다.

* 이 글은 내년 3월 출간될 예정인 필자의 저서, 대구권 성리학 연구 : 회통･자득･실천의 학풍 중에서 ‘총론’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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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많은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신장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과 가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함
께 추구하는 정치이념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권력의 분립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살펴보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의회민
주주의,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치주의를 들 수 있는데 모두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사시대 원시 공동체사회나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벗어나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면서부
터 국가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 주는 등
보다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
국가가 때로는 개인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지만, 오히려 국가가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개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전제주의국가나
독재국가의 폭정이나 학정으로 인해 국민이 더 핍박받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억압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국가무용론이나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인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국가는 전제주의국가나 독재국가 등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나 때로는 혁명의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
의 정치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왕권신수설이나 하늘
이 지도자를 내려준다는 사상(중국의 천자, 일본의 천황 등)이 지배적이었다. 독재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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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권력의 분립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크의 2권분립(입법권, 사법권)이나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은 자유민
주주의 정치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립은 입법권은 의회,
집행권은 행정부, 사법권은 사법부에 각각 그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 쉽게 말해, 기준선을
정하는 일은 입법이, 그에 맞게 선을 그리는 일은 행정이, 그 선이 당초 정해준 선에
맞게 그려졌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법이 담당한다.
의회민주주의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주장한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주권자인 국민
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부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의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전제군주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만들어진 민주정치의 결과물이다. 의회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고 주요
정책이 대화와 협상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처음 사용
한 것으로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처음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을 들수
있다. 존 왕의 실정에 대해 귀족이 전쟁을 통해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제한한 것으로 과세권, 자유권, 재산권, 생명권 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시발점이
되었다. 1265년 잉글랜드 시몬드 몽포르 백작이 선거로 뽑은 시민이 도시를 대표하여
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1628년 찰스 1세의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과중한 과세에 저항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과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이나,
1688년 왕권신수설을 신봉하고 전횡을 일삼는 제임스2세를 퇴위시킨 명예혁명, 1689년
영국 의회정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의회가 왕위계승까지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공표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1302년 프랑스왕 필리페 4세가 교황과의 분쟁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집한 각 신분의 대표로 구성된 삼부회,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주창하는 인권선언이 선포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17, 18세기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가치에 눈 뜬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의회민주주의는 강력한 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자유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라는 틀을 통해 더 확고히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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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도
권력분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도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다.
법치주의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가행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해야한다(법률의 법규창
조력), 행정도 법률에 종속된다(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도 진화하여 당초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기만 하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법률 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는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였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
하는 가치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으로 전제주의국가, 독재국가 등 국가권력의 횡포에 대한 오랜 투쟁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정치적 가치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행하게도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이러한
서구의 근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
게 된 우리의 경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이를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사회에서 신뢰를 보호하며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아니라, 법률
에 따라 공공에 의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더라도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구성원 간 서로에 대한 배려나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이익만을 고집하여 개인간, 집단간,
조직간, 계층간에 극단적인 자기주장과 대립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유지,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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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개인들 간에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서로 다르다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때로는 비틀거리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더디고 제대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치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지금까지 인간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라는 점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는 비록 더디게 가지만 함께 논의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정치체제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가치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면, 민주주의의 3권분립에 더하여 제4권으로 표현되는 지방자치는 풀뿌
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독재정치나 정쟁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정
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을 추진 해 봄으로써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정치적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특히,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경험해 온 우리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경제적으로 집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을 당연시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했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32,047달
러)이 1962년(110달러)보다 무려 290배나 증가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통치체
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종전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
에서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이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국채보
상기념운동, 6.25전쟁, 2.28민주운동 등 국가가 어려울 때 마다 그 중심에 서서 국난을
훌륭히 극복했던 숨은 저력이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 된지도 30년째 접어든
다. 앞으로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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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의 뿔처럼
대구신문 부국장

최연청

유지維持...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가파른 생을 나름대로 살아왔을 터이다. 어떤 직업을
가진 이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거쳐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을 테고, 그래서 매진해
온 삶이 눈물겹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했던 각오나 다짐이 여전히 그대로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때 과연 ‘처음의 마음을
잘 유지해 왔다’고 만족할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라 모르는 이가 잘 없을

‘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진리만큼 소중한 진리는 없다. 처음의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을 이끌어 가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순수한 마음의 색이 바래지
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순간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솔직해 지자
의회보를 만드는 주체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대구시의회에 평소 하고픈 말이 많았
나 보다. 쉽게 수락했다. 하긴 20여년 가까이 출입기자로서 대구시의회 출입을 해왔으니
달고 쓴 출입처의 많은 면면을 보고 느껴왔을 터. 당연히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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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분명 시의회의 속사정에 관한 비판의 말이
될 것인데 왜 그러마고 했을까. 의회보는 신문이 아닌데, 비판의 글을 마냥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의 말만 쓸 수도 없다. 그도 저도 아닌 그저 인터넷이나 어느 곳 쯤에 널린
정보를 쓸 수도 없고, 생뚱맞은 내용의 취재기를 쓰기도 뭣하다. 학자도 아닌 내가 논문
따윈 더더욱 쓸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쩌나. 체면이 있으니 누구라도 보지도 않을 글을
그저 원고 매수만 맞춰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이 음습한다. 모든 생각을 단순하게
접기로 한다.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내가 경험해 온 시의회의 일부분에 대해 그냥
마음이 가는대로 조언이나 해보기로 한다. 실은 시의회라는 곳이 기자 나부랭이의 조언을
들을 정도로 한가한 곳이 아니긴 하지만 그냥 내가 본대로, 느낀 대로 써나가야겠다.

유지라는 것의 어려움
내가 처음 기자가 되고 싶어 언론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었다. 정말로 사회의 목탁이 되고 싶었다. 그러고 30여년이 화살같이 지나갔을
즈음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다시 훑어보지만, ‘처음의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왔나’
라는 스스로에게의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소금이나 목탁은
커녕 오히려 많은 다른 이들에게 나도 모르는 새 피해나 끼치지 않았을는지 그게 더 걱정이
다. 때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또는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에 빠져 나는 숱하게 샛길로
빠졌다가 되돌아오곤 했었다. 나를 잘 아는 다른 이는 잘 몰라도 나 자신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 살아온 대부분의 날들이 거의 매일매일 옷깃을 여미며 첫 마음을 유지하는데
공을 들였을지라도, 엄밀히 나 스스로는 처음의 마음을 늘 유지하지는 못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시의회사무처의 숱한 공직자들에게도 물어보자. 과연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공직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자신에게 다짐했던 그대로 공직 생활을 잘 유지했는지. 만약
이 물음에 ‘단연코 그렇다’는 이가 대구시의회 사무처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크나 큰 복된 일이다. 대충 7할 정도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공직자가
전체의 3분의 1만 넘어도 그것 역시 큰 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관찰자로서 보건
데 ‘글쎄요’라는 말도 함께 조금씩 떠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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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라는 직업
시의원이란 직함을 가졌으니 시의원은 어떤 직업일까. 시의원이 직업일까? 얼마 전
모 지역 한 시의원이 “내가 한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생각 한다”라고 한 말이 퍼졌다.
즉각 맹비난이 쏟아졌다.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라고 뽑아줬더니 시의회를 직장이라고 착각하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하니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자질도 인성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추임새도 함께
곁들여졌다. 희한한 일이다. 오래 전 대구시의회의 한 시의원(그도 지긋한 나이다)과 담소
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도 이런 말을 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봉급이 너무
적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시의원의 본분에만 매달리려면 이
돈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난 그때 이 말에 몹시 동의했다. 겸직도 하지 말라는 시의원
직을 잘 유지하려는데, 품위를 유지할 만한 삯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그게 그 때 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올시다’ 였다. 짠하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다른 이도 아니고 시의원이 그렇게

‘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당선시켜
준 것만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봉사한다는
신념 아래 의원이라는 직분을 얻게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직분에 맞는 언행이 아닌
월급 타령을 내뱉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다.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면 하는 일만큼 정당한 월급을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선택을 한 이가 시의원 아닌가.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 과연 얼마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지가 심히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 이를 어쩌나.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생각이.

맡은 바 업무
그러면 시의원의 업무는 무엇인가. 모두가 잘 알 듯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또는
폐지한다. 조례의 최종 의결권은 지방의회에만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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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잘 짜 맞추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일은 어쩌면 신성하기까지 한 일이다.
이 업무를 하라고 시민들은 표를 줬다. 누구에게? 바로 시의원에게. 그런데 자신이 속한
의회에서 조례안을 한 번 제대로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도 있었다.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내가 알던 한 시의원은 임기 중 시정 질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억이 가뭇가뭇
하다. 단 한 건이 아니라, 거의 한 건이라고 정정한다. 그런데 그는 회기 중 본회의장에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시의회에 발을 잘 들이지도 않았
다. 그는 시의원이긴 했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대표 사무실에만 주로 있었다.
그를 보려면 시의회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 가야 했다. 나 역시 그 사업장에서야 그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그가 누군지는 꼬치꼬치 묻지 말아주시길. 대답 할 수가 없다.
그는 등 떠밀려 사업에 보탬이 될까하고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덜컥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보니 공적으로 해야 할 시의원의 사명이 너무 버거웠다. 사명감은 없는데, 사명감 없이
시의원이라는 직업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고 또 그럴 능력도 없었던 듯하다. 결국 재선은
스스로 포기했다. 시의회 출입기자 20여년에 생각만 하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구
시의회를 거쳐 간 의장들이 좌르륵 예닐곱 명도 넘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자신의 사업과
원래의 직업에 소홀하지 않았다. 이크! 조례안 얘기를 하다가 또 딴 길로 얘기가 샜다.
또 시의원이 하는 일은 예산이나 기금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결산도 승인한다. 세금이
거나 세외 수입이거나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공공재 등의 재화
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니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업무다.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한다. 정의에 맞는지, 목적에 부합되게 행정
행위를 했는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합당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공무원이 기강을 위배하지
는 않았는지 샅샅이 감시해야 한다. 감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해야만 한다. 이것이 시의원의 할 일이다. 그런데 대구시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나 기강 해이에 대해 준엄한 잣대로 추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엔
여당 소속 모 시의원이 대구시 공직자의 기강 해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꾸짖는 것을 봤으니
어느 정도 시의회가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아 말 스탭(?)이 꼬인다. 칭찬이
아까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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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거수기
부탁인데 제발 집행부의 모략에 넘어가지 말라. 아니 집행부의 북소리에만 장단을 맞추
지 말라. 집행부 대표가 이렇게 되도록 하자고 하면 그 방법을 논하지 말고 그 이유를
따져라. 너무 확 까발렸나. 시의원은 집행부를 언제나 잘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정확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시민들이 그러라고 시의원으로 뽑아줬기 때문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이 자치단체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늘 정곡으로 물어봐 주고, 시민들
이 잘 모르는 깊숙한 자치단체의 밀행(密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 이젠 머리가 아프다. 대구시의회는 한 4~5년 전 대구공항 이전문

‘

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시의회 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위원
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당시 대구 시민의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다. 밀양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때였다.
대구시는 군 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는 안을 기본 안으로 설정해 밀어 붙였다.
이 안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은 공항의
통합이전을 반대했다.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갈릴 때,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시의회여야 했다. 한데 당시 대구시의회는 오롯이 시 집행부의 시책만 대변했다. 특위
이름부터 ‘통합’이전추진위원회였다.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이리저리 물어보고
생각을 하나로 묶어 집행부의 시책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 특위 활동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대구공항 이전문제는 현재 달나라로
가고 있다. 다행스런 것은 이 와중에도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 여당 시의원의 주장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됐다는
것이다. 밀실행정 보다 더 나쁜 밀실의정은 아니길 빈다.

동네를 보자
아직도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목욕탕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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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발품을 파는 대구의 시의원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힘을 합해 우리
동네를 위해서라면 ‘우리 힘을 합치자’고 필드에서 외치는 대구의 시의원들도 있다. 수시로
지역구를 다니며 경로당, 복지관, 각종 시설과 행사장 등을 돌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이도
많다. 물론 소속 정당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공천이 달린 국회의원과 어깨동무
하기에만 바빠 지역구 주민은 다소 뒷자리에 위치시키는 시의원도 있을 것이다. 오래
전 일이다. 나이가 60도 넘는 시의원과 한번은 휴일에 다른 지방으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하필 그 때 그 시의원 지역구를 덮고 있는 국회의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시의원은
자기보다 열서너살이나 나이가 적은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더니 금방 사색이 됐다. 안절부
절못한다. 이윽고는 한바탕 고함을 내지른다. “내가 지 꼬붕이가!” 그러고는 부리나케
그 국회의원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의원은 정치인인가, 지역의 일꾼인가. 사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모두 비슷하긴
하다. 애당초 시의원은 정치인으로 보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맞춰오
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유급제가 시행되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서 시의원의 역할은
조금씩 변하게 됐다. 무공천 때도 소속 정당은 있었지만 정치색 보다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 제약 같은 게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시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동네 일꾼의 개념으로 더 익숙했다.
지금도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형 동생 친구 같은 존재로 익숙하다. 하지만 약간은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정치인 역할도 한다. 그러나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영 정치인
처럼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다. 시의원은 동네권력자나 유지有志가 아니다.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지역민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주어진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심사권 같은 권한은 주민을 대신해 쓰는 것이지, 집행부를 대행해
쓰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 발전의 초석
대구시의회는 발전의 희망이 많다. 지난 8대의회 전반기에만 611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34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로 심의된 조례안만 해도 200건이 넘는
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42건, 5분 자유발언은 무려 108건에 이르렀다.
30명의 시의원 가운데 28명이 고루고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만큼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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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물론 시민들
과 자치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심부름꾼으로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은 바로 시의회와 시의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만의 특색인
여소야대’ 현상도 대구시의회는 여와 야가 크게 충돌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잘 헤쳐 나가고

‘

있다. 다행히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연륜과 경륜이 모두 지긋하면서 매우 부지런하고
점잖은 분이 선출됐다. 함께 선출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역시 전반기를 거치면서
두루두루 동료 의원들로부터 근신謹愼을 인정받은 분들이다. 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까
지,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이 힘과 마음을 합해 대구가 조금 더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넓은 항구가 되게끔 분발해 주시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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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바라본 대구광역시의회
경북일보 대구취재본부장

박무환

대구광역시의회는 2018년 7월 2일 개원을 신호탄으로 제8대 전반기 활동에 들어갔다.
배지숙 의장체제는 전반기 2년 동안 시민과 시정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당리당략을 떠나
큰 틀에서 일 해 왔다는 평가를 해 주고 싶다. 당파 색깔 없이 공항이전이나 취수원 이전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의원 구성은 전체 의원 30명 중
초선이 26명이고 재선 2명, 3선 2명이다.
초선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전반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도 이어졌
다. 대구시 살림 예산이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12조 원을 훌쩍 넘는다. 공부 안 하면
모른다. 비회기중에도 의회 사무실에 출근해 열공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 활동비와 수당을 합치면 1인당 연봉 5800만 원 씩 받는다. 열심히 연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의원들을 선택해준 시민에게 예의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총선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
그랬던 의원들이 올해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편이 갈라졌다.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
합당으로 나뉘어 졌다. 사진도 같이 찍기를 거부했다. 예민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싸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큰 틀에서 보면 무리없이 잘 운영돼
오던 대구광역시 의원들이었다. 잘 유지돼 오던 소통과 대화는 뒷 전으로 한 채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어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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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이 25명이고 더불어 민주당
이 비례를 포함 5명이다. 미래통합당이 83.3%, 더불어 민주당이 16.7%의 의석를 차지하
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4명(김혜정, 김성태, 김동식, 강민구)이나
대거(?) 입성했다. 비례대표 이진련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 과거에 볼수 없었던 현상
이었다. 당시 의회 주변에서는 걱정 아닌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적어도 4.15 총선
전인 지난해 연말까지는 대구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대구시민의 살림
살이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살피면서 비판 기능을 잘 해왔다. 그랬던 대구시의회가 총선이
라는 큰 정치 행사를 코앞에 두고서 지방의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게 사실이다. 당리당
략에 따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엄습, 첨예하게 대립 각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쓰나미처럼 다가온 것. 신천지
대구 교회로부터 출발한 코로나는 대구시를 마구 몰아세웠다. 올해 2월 18일 신천지 발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하룻 만에 무려 741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대구 시내 병실이 모두 동이 나고 6개 대형병원 중 4개 응급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검토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때 핫 이슈로 등장한 것이 긴급재난자금이다. 지급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을 빚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란의 빌미는 대구시가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긴급재난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빨리 지급하겠
다고 했다. 이때 언론에서 지급 시기가 언제냐며 날짜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권 시장은
총선기간에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으니, 총선 바로 다음 날일 16일(4월)부터 지급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발언이 화근이었다. 물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긴급재난자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추경 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과 미래통합당 시의원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며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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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했던 순간들
당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을 되짚어 보자.
3월25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 6,000억 원대 긴급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갔다.
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힘내요 대구’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제안하
자, 긴급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는 피켓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시의회 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이 “쇼입니다, 쇼. 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통합당 의원은 “한쪽은 긴급자금 즉각 집행해라” 하고 “한쪽은 대구시민 힘내라
하고 이게 뭐냐”며 한심한 듯 외쳤다.
대구시장의 추경 예산안 설명이 끝나자, 여당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선거사무 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다그쳐 물었다.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권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의장은
급히 임시회를 마쳤다.
그러나 전날의 후유증은 그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수성구 출신 모 의원이 발언대에 나섰다. 자신의 소란에 대해 사과부터 한 그는 의회를
상호 존중하는 전당이 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내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의원
이 의장의 의사진행 중 고함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해 의회 품위를 손상시켰으
며 특정 표현으로 대구시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자금 지원을 서로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고받는 설전이 이어진 것.
그 의원은 전날 특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자금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속하게 현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요구 했다면서, 그러나
어제의 의사진행발언이야말로 지금 대구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전혀 이치
에 맞지 않게 상황을 곡해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
면서 각을 세워 분위기가 뜨거워 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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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 추경안 제출
당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6,599억 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식당종업원 등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특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최대한 상반기 중 집행키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과감한 고강도 세출예산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895억 원과 청사건립기금
600억 원, 재난･재해기금 1,300억 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329억 원, 순 세계
잉여금 475억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예산 등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1차 추경 예산 중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사업비를 확보한 후 2차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은 △ 긴급생계지원 △ 긴급생존지원 △ 지역 고용 특별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지역 경제회복 △ 감염병 긴급대응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대구시 전 세대의 62.1％인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사업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 3,027억 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620억 원 등 3,647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생존지원 587억 원은 피해점포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국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시비를 편성해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고용 특별지원은 △무급휴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지원 260억 원 △공공단기
일자리사업 140억 원 등 4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120억 원 △지역 신용보증기금 기본
재산 출연 150억 원 등 270억 원이다.
지역경제 회복은 △아동 돌봄･노인 일자리 쿠폰 530억 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86억 원 등 616억 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긴급대응 866억 원은 △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운영 242억 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484억 원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140억 원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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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3월 25일, 26일 양일간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임시의회를 열어 2020년 제1
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 사태가 총선과 겹쳐서 서로의 입장이 달랐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 기초의회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기초의회처럼, 월권이나 부정청탁으
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얼굴 붉힌 적도 없다.
동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희대의 사건도 없었다.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
대구참여연대와 대구 YMCA가 결성한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대
구시의회 전반기 6개월 간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의정지기단은 조례 제･개정 활동, 5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의 활동,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민 의견수렴 활동 등을 횟수로 계량해 의원별로 평가하고 좋은 조례 및 질의를 별도로
선정해 이를 추가 반영했다.
의정지기단의 평가 결과 대구시의회는 종전 7대 의회에 비해 조례 제 개정 의원발의
건수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발의 건수는 6건이 줄었으나 제정 발의 건수는 24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합산하면
40건으로 1인당 평균 1.33건이며 이는 7대 의회(29건, 평균 0.96건)에 비해 많았다.
시정 질문와 5분 자유발언 합산 건수는 7대 의회보다 12건이 늘었고 의원당 평균 1.3건
으로 7대 의회 0.8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내용도 7대 의회는 토목, 건설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8대 의회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주제들이 다양해졌다.
의정지기단은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의원들 간 정책경쟁이 활발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이 평균 1.8건,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이 평균 2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평균 1.24건, 0.96건에 비해 입법 및 견제 활동이
활발했다.
조례 제･개정 활동에서는 강민구 의원이 제정 3건, 개정 1건으로 가장 돋보였고 김지만･
박갑상･김대현 의원의 활동도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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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했고 김태원･이진련 의원의 시정질문 및 5분
발언도 활발했다.
의정지기단은 “대구시의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며 “대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들은 더욱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정심을 되 찾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배지숙 의장은 “그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때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대구시민만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왔
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 소회를 밝혔다.
배 의장은 특히, 대구･경북에서 가장 극심했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시민들과 힘을
합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조기에 차단하고, 회복에 힘쓰는데 우리 대구시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민들과 함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치열한 4.15 총선이 끝나서 일까? 대구광역시 의회가 다시 평정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객관성을 근거로 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렇고 시정 질문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낙제점을 주고 싶지는 않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경상북도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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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협치로 아름답게 마무리한
‘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은아

2019. 12월,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도전한 정책 결정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15년
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신청사 입지 선정 문제를 공론화 기법으로 풀었던 것이다.
전담부서의 장인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서 참여했던 터라 이 과정이 내게 주는 의미는
더욱 생생하고 특별하다.
높은 갈등과 결과 불복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은 숙의민주주
의에 기반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시와 시의회의 콜라
보, 여기에 시민의 힘과 위대함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는 것에 성공의 방점이 있었다고
보기에, 기꺼이 ‘최고 수준의 협치’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다.
물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여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온
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9개월이 어찌 물 흘러가듯 순탄하기만 했겠는가. 날 선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고, 마땅한 선례 또한 없었기에 한고비 한고비를 그저 살얼음을
걷듯 조심스레, 그렇지만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강단 있게 지나왔다. ‘시민의 뜻’에
기준점을 둔다는 원칙에의 충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아름다
운 경험이었다. 그 과정들을 회상하며 다른 분들과 이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신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쉽지 않다.
대구에 새로운 시청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2004. 4월,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최초의 추진방침이 정해졌으니 말이다.

184

Daegu Metropolitan Council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은아

현재 사용 중인 시의회 청사는 1956년, 시청 본관 청사는 1993년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에도 대구는 행정구역이 더욱 광역화되고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면
서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행정 수요를 만들어 내며 이를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는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은 굳이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짐작되는 바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에 형성되었지만, 첫 단계인 ‘어디
에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이른바 ‘난제(難題)’가 되어 두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과 지역 갈등 양상 등으로 번번이 중도 포기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는 중에도 사무공간의 부족 문제와 과밀화된 열악한 근무 여건은 더욱 심화되었고,
별관 청사 운영이라는 궁여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시민들에게 여기저
기 산재한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까지 안겨주게 되었다.

‘

공론화’ , 난제(難題)의 해법(解法)으로 떠오르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신청사 건립은 2018. 7월 출범한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이전의 신청사 건립 용역에서 사업 추진 재개 시점의 지표로 제시했던 사업비
절반 이상의 청사건립기금 조성도 2018년 말 달성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 재개에 청신호
가 켜졌다. 다만, 방법은 전과는 달랐다. 전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달라야 했다.
민선 6기부터 ‘소통과 협치’는 시정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민선 7기도 이 기조를
잇고 있다. 시청 본관 2층을 오르는 계단에 적힌 ‘시민이 시장’이 되는 민･관 협치가 신청사
입지 선정이라는 난제를 풀 핵심 기제가 되었다. 대구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었던
공론화 과정으로 입지 선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신청사 건립의
추진전략이었다. 이는 입지선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기도 했다.

2019년 대구를 달궜던 ‘뜨거운 감자’,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자.
이전 두 차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끝까지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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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구시 최고의 시민 주권 기관인 대구시의회
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 근거들이 꼼꼼하게 담겼다. 이 조례의 제정이 얼마나 주효했는지는 이후의 과정들
에서 몇 번이나 확인되었다. ‘판’을 엎을 만한 요구들이 나올 때마다 조례의 정당성이
이 요구들을 잠재웠다. 아마도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지 않았다면 이번 시도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시의회와 시의 협치로 이룬 조례 제정을 첫 번째 성공
열쇠로 꼽고 싶은 이유다.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 공론화 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
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마련하기 위해 매 회의 서너
시간, 많게는 다섯 시간씩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갔
다. 가장 쟁점이었던 시민참여단(예정지 선정 평가단)의 구･군별 구성부터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공론화 운영 과정,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결정이
없었다. 인구 규모 등 워낙 유치 희망 구･군 간의 사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사항마다 이것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치밀하게 과정 관리를 해 나갔다. 예정지 선정까지 넘어야 하는
많은 고비 중 하나에서라도 발목을 잡히면 이번 시도 역시 좌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리고, 시민의 판단으로 신청사
의 입지를 결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예정지 선정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
시민의견조사,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
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평가단이 될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철저한 무작위 표집 원칙을 지켜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이들이
다른 시민들의 뜻도 잘 담아서 최종 평가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신청사에 대한 공론들이 피어오르게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해묵은 난제를 깨끗하게 풀어낸 ‘ 시민’ 에게서 대구의 미래를 보다.
2박 3일간의 예정지 평가기간 첫날인 2019. 12. 20. 시민참여단 250명이 집결했다.
대구시의 ‘공론과정’ 첫 도전에 시민들은 표집인원 대비 100%라는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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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률로 화답했다.
이어, 2박 3일간의 평가 일정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지켜본 시민참여단의 열정 어린
모습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마저 느끼게 했다. 참여단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늘 진지한 모습으로 숙의과정에 임했으며, 후보지 구･군의 발표를
듣고 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검증하겠다는 듯이 연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런 시민들이 있어 대구의 미래는 밝구나’라는 생각에 이들과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평가결과 역시 매우 합리적이었다. 평가항목별 각 후보지의 장･단점이 납득할만한 객관
적인 점수구조로 나타났다. 집단지성(集團知性)이 발현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는 시민의 결정대로 최고득점지인 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
지로 확정했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나머지 3개 구･군도 시민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
을 표명했다. 이번 과정의 핵심 성공 요인은 이러한 사회 통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 ‘시민의 힘’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15년간 매듭짓지 못했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한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익보다 대구를 위한 대의를 향해
기꺼이 의견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대구 시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무척 신중해졌
다고 말한다. 여러 세대가 모여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도 하며,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끌어 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
에서 대구로 이사 온 지 30년이 넘었다는 어떤 이는 이제는 진짜 대구 사람이라고 느낀다
고 말한다. 지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더욱 깊어졌음이리라.
소통과 협치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던 이 경험은 앞으로 대구가 단합된 힘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성공적으로 결정된 후 대구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를 짓기 위한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 중앙
투자심사, 2022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눈에 볼 수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즐겁고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두류 신청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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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은 예술이다
대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김종성

바뀌어 버린 우리의 일상
2020년 2월 대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과 상점은 문을 닫고 진행되고
있던 모든 공연과 전시는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거리와 도로에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연일 감염자의 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모든 매체에서는
대구시 전체가 바이러스로 감염된 도시로 인식을 하며 대구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일상과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심리
적인 공포심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다.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직장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휴업을 하고 시민들은 최소한의 활동 외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했다. 말 그대로
대구는 모든 것이 멈춰 버린 도시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은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19가 장기전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예술계도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은 방역 체제(생활 거리 두기)의 일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예술계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속에서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즉 랜선 공연과 전시에 눈을 돌린다. 변해버린 일상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에게 예술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예술인들과 행정기관은 힘을 모아 새로운

188

Daegu Metropolitan Council

대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김종성

변화를 시도를 하게 된다.

변화는 새로운 도전
위기에 처한 대구 예술계를 포함해 국내와 전 세계 예술계는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를 시도했다. 대구문화예술회
관은 클래식, 연극, 국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비대면
공연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한 ‘DAC on Live’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예술회관을 시발점으로 대구시립미술관, 수성아트피아 등에서도 랜선 전시와 공연
을 시도하고 있으며 예술계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민간에서 운영하
는 공연장과 갤러리에서도 예산만 수반된다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민간예술단체에는 행정
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예술계는 서서히
도약의 날개를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하길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즉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과거 중세 유럽을 수십년간 뒤덮은 흑사병(Black Death)으로 인해 르네상스의 도래를
이끌어내고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듯이 예측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대한민
국과 전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발전을 이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는 랜선 사업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세 유럽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 목욕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 그로
인해 악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흑사병으로 인한 또 다른 산업 발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패션의 아이템으
로 급부상하여 여러 디자인들이 출시되었다. 이로 인해 마스크 산업과 관련 산업에 관심이
쏟아졌다. 예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사업에 활로를 펼쳐 나갈 것이다.
예술 즉 문화는 또 다른 문화 복지사업이며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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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고 누리고자 한다. 랜선 공연은 세계 예술계에 화두로 떠오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인들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연 예술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한 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공연계와 마찬가지로 미술계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시설 공간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랜선
공연과 전시는 새로운 문화와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랜선 공연과 전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지역예술계는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랜선 공연과
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단발성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도 예술계 전반의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해 콘텐츠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
다. 지금까지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김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랜선 공연과 전시는
학교교육이나 소외계층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리라 본다.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전시와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유료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 콘서트홀’을 무료 개방하고 지난
3월에는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비대면 공연을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스트리
밍 방식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예술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도 생업인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지역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한 공연과 전시가 다소 생소하기에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을지 혹평을
받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절실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들은 너무 절실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구 예술의 힘
대구는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역사 속에서도 예술의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서병오
(서화), 이인성(서양화), 현진건(소설가), 홍해성(연출가), 이재욱(민요학자), 박태준(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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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상화(시인) 등 대구는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이들 모두 일제강점기 시절에
활동한 예술인들이다. 대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일제강
점기 시절 이상화 시인은 일본의 박해 속에서도 시를 통해 은유적으로 우리민족의 독립의
지를 알렸다.
또한 민족간 전쟁인 6.25 사변 때 대구는 수많은 피난민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대구에서 민족의 애환을 그리는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들
이 현대 문화예술의 밑거름이 되었다. 예술은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고
전달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이 우리 시민들을 단합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을 위해 예술을 전달하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017년 대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
된 대표적인 도시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세비야, 영국의 글래스고와 리버풀,
그리고 독일의 하노버와 만하임이다. 이처럼 우리 대구는 이러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재 까지 왔다. 그 뒤에는 지금까지 대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예술인과 예술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예술대학으로 좋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예술의 도시로
불리며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순간에 예술의
도시로 불리고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 예술인들이 힘 쏟았기에 가능
했다.
2020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세계3차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세계의
경제상황이 어렵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대구 예술인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대구에는 분야별로 뛰어난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랜선을 활용한
대구 예술인만의 색깔을 세계에 펼쳐 향후 세계 각지에서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텔레비전 방송 또한 랜선의 일부이다. 현재 ‘티비조선’에서 방영하고 있는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그 예이다. 이 방송들은 현재 활동중인 무명의 가수들을 선별하여 최고를

‘

뽑는 방송이다. 대구에도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을 알릴
방법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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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예술인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유튜브(You
Tube)’와 같은 방송 플랫폼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랜선을 이용한다면 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들을 여러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방송들로 인해 흙 속에 숨겨진 진주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찾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어려운 시기라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친다면
새로운 대구 예술의 부흥이 올 것이다. 그로 인해 대구의 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처럼 대구 예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6.25사변을 거치면서도 예술인들은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문화예술을 꽃피워 왔다. 우리 대구 예술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를 도약하기 위해선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고 탄탄한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시민들과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대구 예술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앞으로의 어떠한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대구가 예술이고 예술이 대구이기에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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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명 운동체
대구YWCA와 YWCA공동체, 그 힘!
대구의 품격과 함께하다.
대구YWCA 사무총장

박 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

2월 17일, 코로나 31번째 확진자라는 낯선 이름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던 즈음, 대구교
회, 신천지라는 용어 앞에 대구Y는 깜짝 놀랐다.
대구! 남구! 대명동! 바로 대구YWCA가 위치한 곳, 이단이라 지칭하는 그 단체의 건물
은 바로 한 정거장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확진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막연한 불안감과 죄책감,
무기력함, 막막함이 압도했다. 우리건물, 우리교육생들, 우리로 연결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휴강, 소독, 취소, 연기-하면서 조용해지는 거리, 거점 병원지정,
이렇게 많은 병원에 병실이 없다?,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등등의 현실을 지켜보며 Y가
뭘 해야 되지? 불안하기만 했다. 대민접촉을 하지 말라는 상황이니 일선병원에 의료 인력
이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스크 등 구호물품 배부처인 대구스타디움 광장에
도우러 갈수도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Y가 무슨 일부터 시작해
야할지 조급한 마음이 앞섰다.
시민들 역시 생전처음 겪어 보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황해 했다. 차도엔
차가 다니지 않고, 길거리는 텅 비었으며,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근거 없는 소문만
SNS에 떠돌았다. 대구를 봉쇄한다더라.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마트진열대가 텅 비었다
더라. 누군가가 일부러 세균을 퍼뜨렸다더라.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 도저
히 잡을 수 없다더라. 등 두려운 마음에 검색을 할수록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어 우리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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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한국YWCA연합회 모 국장님의 전화한통, “고구마가 한 박스 갈 것이에요!
힘내시고 맛있게 드세요”에 눈물이 났다. “그래 이거구나!”, ‘응원하는 손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힘이 났다.
2월 28일, 한국YWCA연합회 후원금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전국Y로부터 격려전화가
오고 - “살아있나?”, “밥은 먹고 있나?”, “힘내라” “기도하고 있다”- 마스크, 손 소독제,
건어물, 그리고 기성품이 없어서 직접 만들었다며 보내온 정성이 가득담긴 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따뜻한 손 편지와 함께 보내온 많은 물품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긴급하게
모금해서 보낸다는 피 같은 후원금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올해 새로 선출된 대구Y 임원진이 긴급하게 단체 카카오톡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체
모금도 시작하고 지원해야 할 일들을 결정했다. 코로나 대응팀을 꾸리고 긴급 지원할
곳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물품, 지원방법 등의 논의가 계속되었다. 돈도 있고 물품도
있으니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실무활동가들의 안전도 중요했기에 재택근무나 단축
근무를 제안했으나, 나눔이 먼저라며 마스크를 쓰고 전체 실무활동가와 임원진들이 함께
모여 나눔 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재손수건과 마스크 3천개가 대구Y회보와 함께
회원들의 가정으로 보내졌고, 손소독제･비타민제 선물꾸러미를 8개 군･구 보건소, 거점
및 전담 병원,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본부, 심리지원단, 교육연수원 등 일선의료진들에
게 배송했다. 53개의 YWCA가 함께 하니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언론에 홍보가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잔액과 남은 물품
을 체크하며 2차 지원에 들어갔다.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일선공무원들
과 사각지대의 지원을 결정하고 장애인지역공동체, 백혈병소아암협회, 돌봄 기관, 민간도
서관, 공부방, 노인돌봄기관, 아동양육시설, 꿈 드림 친구들, Y 돌봄 회원들 등등에 쌀국
수, 비타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맞춤형 지원을 했다.
대구시민들 또한 품격 있는 행동이 기적처럼 일어났다.
확진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올라갈 때 저력 있는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
기 시작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추운날씨에도 땀에 푹 젖어 병상을 돌보는 모습과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오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들의 모습이 TV에 비춰지면서 대구Y가
고구마 한 박스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따뜻한 응원의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가게 문은
닫았으나 매일아침 정성껏 커피를 보내는 사장님,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당주인들, 그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의료진들에게, 더 약한 이들에게 보내고 양보하는 사랑의 손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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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랑의 편지들이 줄을 있기 시작한 것이다.
대구에는 사재기를 해서 진열대가 텅 빈 마트도 없었고, 마스크 긴 줄이 이어지고 내
앞에서 멈춰져도 큰 다툼이나 혼란이 없었다. 정부의 재난 방송에, 매일아침 발표되는
대구시장님의 상황보고를 믿고 외출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특히 대구 시민들은 본인의 생계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SNS에서 대구 소재 식당의 쌓인 식자재를 소비하기 위한 글들이
업로드 되기 시작했고 이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 글이 업로드 된지 몇 시간
만에 쌓인 식자재들은 완판되어갔다. 시민들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겪는 내 이웃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대구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대구Y도 지원을 요청하는 곳으로,
또 사각지대가 보이면 일대일 직접배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폭풍 같았던 대구의 3~4월을 보내면서 Y사람임에 새삼 감사하고 Y의 1만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줄 알기에 1차 2차 3차 모금했다고 대구Y로 보내오신 회원Y와 후원자님들께
정말 눈물 나는 감사를 드린다.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전국YWCA 회장님들과 발 빠르게 응원해 주신 사무총장님과
실무활동가들, 기금을 모아주신 후원자 한분 한분이 참 고마운 사랑 그 자체다. 실시간
격려하며 안팎으로 모금을 이끌어 내주신 한국YWCA연합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
하며 YWCA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으로 돌아갈려는 문턱 5월 즈음에, 대구
YWCA 청소년쉼터 운영위원인 동산병원 김대현 교수님이 병원에서 현장을 마주하며 기록
한 대구시민을 향한 응원의 글 일부를 소개하고 싶다.
역병(전염병)은 오랜 세월동안 집단재앙, 타락에 대한 심판, 은유로 사용되며 다양한

“

의미를 발생시켜왔다. 과학적 사고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외부적인 사악한 기운이나
내면의 정신적문제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썼듯이 질병은 침략이고 폭격이다. 대한민국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백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긴 전시상황과 다름없었다. 대구는 바이러스
발생지라는 당치 않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고군분투하는 코로나의 최전선에 놓였다. 대구
시민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을 70년 전 낙동강을 피로 물들이며 사수했던 한국전쟁의 낙동
강 전투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략…)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10명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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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지금, 가족들과 격리되어 고생한 수천 명의 코로나 환자들, 진료 후에도 가족들의
감염이 두려워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의료진,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동료 의료인들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기억하고 위로한다. 국난 때마다 나타난
의병들처럼 선봉에 서서 바이러스와 싸운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격려는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 2차 파동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몇
달간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습관과 타성에 젖어 살던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구는 한동안 바이러스를 옮기는
지역처럼 낙인찍힌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갈지도 모르겠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재난
의 책임을 감염자 집단에게 씌운 비난 때문에 완치 환자들 중에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난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대구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카뮈가 강조한 세계의 비합리성, ‘부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더욱 구체화되
었다. 공은 정치권이 가져가고 과만 대구에 남을지라도, 다시 이런 일이 닥친다 해도
대구는 굴러 떨어진 바위를 지고 산꼭대기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심정으로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부조리를 뚫고 나아갈 것이다. 대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대구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대구 시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대구가 먼저 매를 맞은 경험이 앞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 승리를 쟁취한 대구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확인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점잖게 가려두었던 자유와
원칙과 전통에 대한 신념, 도덕성 등 대구의 가치는 뚜렷하게 모습으로 드러내고 대구의
미래는 보다 인간적이고 내면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향한 길을 열었다. 정신없이 보냈던
2020년 봄에 ‘마녀사냥, 속죄양 만들기’의 기억을 딛고 서서, 다시 ‘대구의 저력과 희망’을
본다”1)
대구시의 저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사랑하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 줄 때다.
시민운동으로 때로는 큰 동맥이 되어, 또 때로는 작은 실핏줄이 되어서 생명을 실어
나르는 건강한 대구의 생명운동체가 되고자 대구YWCA 활동가들은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의 종이 되어 기쁨의 씨앗을 뿌린다.
1) 이재태(2020), 코로나19 대구 의료진의 기록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 대구: 도서출판 학이사. p.2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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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함께 견디며
대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정명희

우리 인간은 한낱 작은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다. 세계는 하나라고 외치던
구호도 교류 단절로 사라져간다. 비행기는 멈추어 섰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발생 사실을 보고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장면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 취급을 한다던 서방 세계가 아니던가.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고 그것 없이 밖에 나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멈춰 섰던 세계 여러 나라가 속속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6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3단계로 전환한다. 이때는 10명 이상의 모임까
지 금지된다. 다만 현재는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를 유지하
고 프로스포츠 경기 때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월 28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팬데믹이 선언된 홍콩
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때 사망자는 각각 100만 명과 20만 명. 1918년
스페인독감 때는 2,000만∼5,000만 명이 숨졌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남을 줄이니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코로나가 가족을 찾아 주었다고도 한다. 그동안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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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히말라야산맥의 정상이 깨끗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자연을 제대로 되돌려
주었다. 정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았고 많이도 바빴다. 주변을 정리 정돈할 시간도 없이
너무도 숨이 가쁘게 살아왔다. 코로나가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성찰하게 해주었다니 좋은 면도 있다고 위로라도 해야 할까? 그렇게도 줄이고 싶어 했던
설탕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을 말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이 들 때라도 누구보다 현명하게 이 무서운 코로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잘 감당하며 꿋꿋하게 잘 이겨내리라. 지난 6개월의 시간이 되돌아보
면 정말 꿈만 같다. 어찌 그 난국을 지나왔을까 싶어서다.
2월의 하늘은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2월 18일, 청정지역으로 통했던 대구의 첫 코로나
19 확진자로 대구의료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9시 뉴스는 의료원에서
31번 확진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방송사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서
연일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드론이 병원 상공을 날아다니며 촬영을 해대자
끝이 보이지 않는 선별 진료소 앞 대기자의 행렬이 이어졌다.

# 선별진료소 근무 조 편성
파도에 휩쓸리듯 몰려온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전 임상 과장이 모두
24시간씩 돌아가게 당번을 짰다.
튼튼하게 촘촘하게 빈틈없이 장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입원환
자도 봐야 하고 퇴원도 처리해야 하
고 외래에다 회의에다 몸과 마음이
정신없이 바빴다. 화장실 가고 허기
를 메우는 시간을 제외하고 끊임없
이 밀려드는 선별진료소, 대기자를
닥치는 대로 진료해야만 했다. N95 마스크를 하고 고글을 쓰고 전신을 감싸는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덧신을 끼우고 끝까지 올려 종아리에 묶고서 장갑 두 벌을 낀 손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정신없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대었다. 손은 땀에 젖은 채 불어나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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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렸다.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기자의
줄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 모습에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저 깊은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에 절로 눈물이 났다. 차라리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좀비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꼬집어보기도 하였다.
이슥한 밤, 뭐라도 좀 먹어야 할 시각인데 몸이 굳어 말을 듣지 않는다.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파 온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밖에 나서니 기다림에 지친 눈동자들이 전신을
따라다닌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나는 2월, 매화 송이는 나무에 앙증맞게 매달려 정원
가로등에 평화로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 나무 그늘에는 오만 가지 걱정 가득한 얼굴들이
서서 동트는 시각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메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데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정물처럼,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하염없이 앉아 운명
의 주사위를 가늠하고 있다. 어떤 이길 수 없는 힘에 이끌려온 듯. 문진하고 검사할 자신의
차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친 내색도, 불평 한마디도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다시 진
료소 의자에 앉는다. 이따금 들려오
는 앰뷸런스 소리는 온몸을 긴장시
킨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씩 걸리곤 하는 때라 가쁜 숨을
몰아쉬거나 고열에 들떠 응급구조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입
원할 수도 없으니 그 감당을 어찌할
까. 숨넘어갈 듯 급한 환자 가운데
더러는 상급종합병원에 연락하여
받아 달라고 부탁해 보지만, 늘 어려운 사정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환자와 보호자의
항의를 고스란히 받으며 때로는 약 처방하여 경과를 조금만 보자고 할 때도 열을 다시
재어 보면서 제발 숫자가 줄어 들기만을 기도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다시 살핀다. 제발 내 앞에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신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두 손을 모았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다고 호소하는 이, 근육통
으로 눕지도 앉지도 못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 가슴이 답답하여 쇳덩이가 짓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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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곧 죽을 것 같다는 사람, 밤 동안 꼭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이 불안하여 야간에
여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헤매었다고 하는 젊은이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선별진료를 기다린
다. 앞집 할머니가 확진 받고 입원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다며 겁먹은 얼굴로
찾아와 벌벌 떠는 젊은이는 오래전 나의 어린 환자였다. 그는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
사연도 각가지. 목숨 걸고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해가 바뀌어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한 새터민은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어 아들딸 낳고 살았지만, 때때로 마음이 허전하여 동네
나갔다가 아는 분에 이끌려 마음 수련장을 다녔다고 했다. 곤히 잠든 한밤에 경찰이 문을
두드려 깜짝 놀라 나가 보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말을 하여 선별진료소를
찾게 된 이야기를 전한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은 듯 고개 떨구는 그가 안쓰럽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어떡하느냐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 결과 온 가족이 몽땅 양성이었
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도 작은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난리가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밤중에도 찾아와 검사받고자 하는 저들의 무구한 얼굴이 애처롭다.

# 대구 제2 생활치료센터-경북대 기숙사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2월 18일 첫 환자가 대구에서 나오고 나서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났다. 2월 29일엔 741명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입원할 병실이 없다. 전국으
로 흩어져 입원실 찾아 나서고도 수천 명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병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나날이 이어졌다. 사망자가 연일 늘자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했다. ‘격
리’라는 말도 ‘수용’이라는 말도 들어가지 않는 병원 밖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라 고민
끝에 생활치료센터로 이름 지었다.
경주 농협 연수원에 아이가 가족실에 부모와 함께 입소하였다. 밤이 되자 고열과 코피가
이어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 왔다. 의료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하자 금세 열이
내리고 좋아지기 시작한다. 젊은 엄마는 입원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너무나 해맑게
웃었다. 병원에 입원하고서 그렇게도 천진한 모습으로 좋아하는 얼굴은 처음으로 보았다.
코로나가 만들어준 역설적인 장면이리라.
날마다 선별진료소로 병동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의사회 임원들이 하는 봉사에도 참여하
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 모처럼의 일요일, 무조건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향했다. 생활
치료센터로 선뜻 내준, 번듯하게 잘 지어진 기숙사를 발견하고 반가웠다. 수백 명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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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찬 기숙사는 만발해 일렁이는 벚꽃 그늘과 어울려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검사 채비를 한 뒤 방호복을 입고 동
료들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2인 1
조, 오염물 폐기 통까지 끌고 다니면서
정성껏 한 사람씩 코와 입속에 면봉을
넣어 분비물을 듬뿍 묻힌다. 앳된 얼굴
이 가느다란 면봉에 일그러진다. 찡그
리면 검사가 잘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
니 애써 밝은 표정을 짓는다. 무안할까
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면서 비 인
두와 구강 인두에서 분비물을 묻혀 삼중 포장 용기에 넣어 검체 보낼 준비를 한다. 아는
얼굴도 보이지만, 방호복 속 얼굴을 상대는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다행이지 않은가.
방호복이 오랜만에 고맙게 느껴진다. 짐짓 다른 음성으로 설명한다. 어서 음성(陰性)이
연속으로 나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여학생의 창백한 얼굴이 얼른 활짝 펴지기를
고대해본다.

# 대구 제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
해외 교민 입국으로 제천에서 옮겨온 이들의 검사가 급하다며 센터장을 맡은 동기가
연락을 해왔다.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연수원은 더없이 좋은 휴양지 같았다.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운영자의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한다는 입소자들, 하나같이 무척 얼굴이
밝다. 힘든 가운데서도 단 일 분 만이라도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버텨나갈 기운이
나지 않겠는가.

# 코로나로 의과대학 동기를 떠나보내고
벚꽃이 진 자리에 초록의 순이 돋아나던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부고였다. ‘동기의
본인 상’이었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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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 과정서 감염” 결국 그가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 하늘로 먼저 가버린
것이다.
그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때에도 일반적인 외래 환자를 정성을 다해 오래도록 진료
하였다고 한다. 새로 찾아오는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확진자에게 필요한 약까지 코로나19
로 마비된 보건소의 업무까지 대신하여 처방해 주었다고 한다. 그가 도와야 하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몸이 안 좋아 쓰러질 때까지 진료했다고 하니.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하고 특히 그의 진료실이 있는 지역에도 수많은 환자가 생겼다. 2월에
그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서 확진자로 밝혀진 이가 두 차례나 있었다니 진료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몸이 방어력을 잃었던가 보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감염되어 버렸던가. 결국, 그의 몸에 스며든 작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승의 끈을 놓아 버리고서 훨훨 떠나버린 것이다.
의과대학 6년을 함께한 동기, 울고 웃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체격이 좋아서 체육대회 씨름 경기가 있으면 꼭 이름이
오르내렸던 친구, 복사꽃 색깔의 티셔츠를 즐겨 입고 자리에 앉아 더운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공부하던 듬직한 덩치, 김천 출신인 그는 경북에서 대구까지 유학
온 친구였다. 인턴 때 의료원 순환 근무를 하여 잠시 만나본 후에는 마주 대한 적이 없다.
학창 시절 함께 공부하며 보았던 그를 더는 볼 수 없게 되다니. 의과대학 6년을 한 교실에
서 공부하고 내가 처음 자리 잡은 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니 그 인연은 참으로 크지
않겠는가. 말없이 공부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챙기던 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말이 없던 그이리라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고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
가 삼십여 년을 보냈다. 그동안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인턴
생활을 함께한 이들이 간혹 그의 이야기를 할 때면 나의 머릿속에는 핑크빛 티셔츠와
듬직한 덩치와 그의 선하게 웃던 얼굴을 떠올렸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에 의아해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니 가슴이 먹먹하다.
전공의 수련 때 은사님은 누누이 강조하셨다. “의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환자 옆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그러면서 “환자 옆에 꼭 붙어 있어라”고 날마다 일러주셨다. 마지
막 순간까지 환자를 살피다가 떠난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일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든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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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던가.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마지막 생을 다했으니 슬프지만 그래도 헛되지 않은 마무리
라고 여겨야 하지 않으랴.
이승의 문을 열고 나가는 마지막
순간, 세상에 나와 인연 닿았던 이
들이 잘 가라고 인사하는 빈소를 만
들지도 못하고 감염병 관리 차원에
서 밀봉하여 바로 화장을 하였을 것
을 생각하니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참으로 그는 복이 있었던 사람이었
으리라. 한 생애를 살면서 부부가
그렇게 닮아가기도 어려울 터인데
꼭 빼닮았을 것 같은 그의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세상에 가서는 아프지 않고 온몸으로 행복하기를 빌어본다.
코로나19에 묻혀서 일상을 잃어버리고 오랜 날이 지속하다 보니 점차 우울해진다. ‘코로
나 블루’라고 하던가.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자신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상태
에서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 감염도 드물지 않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는 3밀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가.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일수록 더 잘 파고드니 그것이 더 괴로운
점이다.
무증상으로 입소한 환자가 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음성이 나와서 퇴소하려고
나서는 날, 갑자기 고열에 오한이 들어 119차를 타고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직행한 이도
있다. 퇴소 전날 음성이던 것이 실려 간 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바로 양성이
나왔다니. 참으로 신종이라서 무엇이라고 특정하기도 힘들다. 특별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
이 개발되기까지는 얼마간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언제 종식될지 모를 일이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바로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일이지 않겠는가. 삼시 세끼
밥을 먹듯이 몸에 자연스레 되도록 소독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개개인의 방역,
그것을 생활화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코로나19
를 위해 애를 쓴 이들의 노고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헌신한 이들, 환자를 돌보다가 걸린 감염으로 고생하다가 가족의 얼굴도 못 보고 혼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먼저 떠난 이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으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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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다시 일반 환자를 받기 시작하며
지난 2월 18일 대구의료원에 지역의 첫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여 코로나 전담병원으
로서 진료 받은 환자가 835명에 이른다.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난 4월에는 우리 담당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하였다. 좀 심하게 앓았지만, 다행히 완치되어
돌아왔다. 우리도 언제든 코로나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
한다. 그 두려움을 이겨가며 환자를 돌보는 것을 알기에 시민들은 손 편지로 위문품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병원 로비를 들어서면 가득 메운 감사와 격려의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힘이 드는 순간에도 잠시나마 위로와 힘을 얻는다. 한때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119차량 대신 이제는 환자들이 타고 진료 받으러 온 내원객들의 차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수많은 격려와 구호품을 보내주신 전 국민들의 성원에 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열심히 환자 진료에 임하리라 다짐해본다.
의료원은 여소에 21가지의 공공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환자가 밀어
닥쳐서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하지 못했다. 하루 최고 341명이나 입원해 있던 코로나
환자로 인해 공공의료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제 대구 의료원은 국가지정격리병상 200병
상은 국가에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나머지 병실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쩌겠는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라. 그리하면 그게 그대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를 믿으며 우리는

“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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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역할과 과제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성장기획단장 이소영

대구시 2019년부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지급
대구시는 2019년부터 미취업상태가 길어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이행기 청년들을 대상
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의 수당지급을 시작했고, 이어 경기도, 광주 등 타시도를 비롯하
여 중앙정부(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후 사회인이 되는 이행기단계가 점차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져가고
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원규모, 대상자격, 지원방식,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대구시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의 성격
대구시는 프로그램 수료를 선제조건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지원을 채택했다.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상담연결형, 진로탐색형, 일경험지원형으로 진행되는데, 상담연
결형은 1회 상담을 진행한 후 30만원의 수당지급, 진로탐색형은 소정의 교육과정(총 10
회)을 수료한 후 150만원의 수당지급, 일경험지원형은 5개월간 청년사업장에서 일경험
(근로)을 한 후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3가지 유형은 모두 생애 1회 가능하나 지원기
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대구거주 만 19~34세의 취업을 준비하
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수당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회진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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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변수의 등장
청년센터는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의 연계 프로그램인 청년상담소, 청년학교딴길1, 청년
사업장 청년잇기-YES매칭 사업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은 대
구시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의 도입 2년차로, 청년센터도 첫해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한
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하기 전 까진 말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월말부터는 청년센터가 위치한 대구 중앙로의 번화가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마비되었다. 사람들은 두려
움에 떨었고, 겨울의 끝자락에서 활력이 사라진 거리는 얼어붙어갔다.

청년상담소 유선상담으로 전환 운영
3월 1:1 상담을 진행하는 청년상담소의 공
간을 폐쇄하고, 대면상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유선상담으로 모두 전환하였다. 상담사들과
청년들이 유선상담을 1:1로 진행한 후 청년에
게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선상
담을 위해 상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선
상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상담사들이 변화
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상담을 통한 사회진
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전년대비 상담의
수요는 대폭 증가했다.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된 청년들은 코로나19
로 인해 학교도, 도서관도, 학원도 갈수 없고,
준비하던 시험까지 연기되는 상황에서 막막함
과 답답함을 토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2020년 청년상담소 홍보포스터

일자리마저 잃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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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소가 폐쇄나 연기가 아닌, 유선으로 전환하고, 지원 시스템
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의 유연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청자수 급증을 통해 체감하는 코로나19
진로탐색형의 연계프로그램인 청년학교 ‘딴길’의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약 5배수가 넘게
접수되었다. 예산과 계획이 정해져 있는 사업 진행의 행정 절차상, 계획된 인원만 선정하
여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청년들이 제출한 서류에 적힌 정량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가 결정되고, 선정자와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통지했다. 몇백명의 청년들이 결과만
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는 것. 그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왜 떨어진 것이냐며 문의나 항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보다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
에 예상보다 많이 신청한 상황에서, 계획된 인원보다 초과(증액)한 인원으로 지원 대상자
를 확대하지 못한 점이 많이 죄송하고 안타까웠다. 또한 코로나19가 몰고 온 여파가 청년
들이 지원정책에 몰리는 현상을 가져온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2019년 청년학교 ‘딴길’ 수료소감을 발표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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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속 100명의 청년 일경험 시작
청년센터는 일경험지원형의 하나로, 청년사업장 청년잇기-YES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0여개의 지역 청년사업장이 접수를 했고, 사업장의 정보를 구직 청년들에게 공개
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탐색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최종 면접을 거쳐 청년사업장
에 매칭이 된 100명의 청년들은 6월1일부터 청년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5개월간
급여의 90%를 지원하고, 5개월 후 사회진입활동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잇기박람회에서 사업장을 탐색하는 청년

코로나19로 인해 3월초 계획했던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주요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과 사업장이 한 곳에서 서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잇기박
람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청년이 온라인으로 기업정보를 얻고, 전화 및 사업장에 개별방문
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매칭을 위한 면접은 전체 발열체크 및 손소독, 마스크착용으
로 입장하였으며, 대기실의 분리, 거리 확보, 접촉 최소화, 면접과 면접사이에 환기와
방역을 실시했다. 사업장대표도, 면접자도 모두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었으
며, 면접자와 청년과의 거리는 최대로, 접촉은 최소화 하도록 동선을 구성하여 운영하였
다. 청년도 사업장도 모두 방역에 잘 협조해주어 면접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00명의 청년이 모두 청년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결단과 변수의 연속이었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력과 적절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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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한 대구시는 전 국민의 관심과 홀대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던가? 하지만, 우리는 빠른 판단력과 적절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가? 서류만
검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고려하느라 정작 때를 놓치진 않았던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적절한 위임이 필요
급변하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앞에서,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한 위기 상황
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기관
으로서 청년센터에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접하는 청년센터가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길 바란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담함이 시의 적절한 대응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험했다.

2018 대구청년정책제안대회에서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청년센터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2015.12.30.]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타 광역지자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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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청년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 끝에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2020.8.5.시행]이 제정되어 곧 시행된다. 2009년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후 약
11년 만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문제를 더 이상 고용문제에 한정짓지 않고 청년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청년문제의 해법을
찾고, 시대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청년센터에 더욱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될 것이다. 청년 당사자들 또한 정책참여와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 취지다.

전달체계로서의 청년센터의 기능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들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센터가 진행해 온 청년정책이 청년들로부터 효능을 불러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이 반영된 전달체계라는 데 있을
것이다. 혁신이란 것은 아주 거창하고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곤 한다. 청년정책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장을 모집할 때, 일을 가르치고 알려줄
선배멘토가 1명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같은 것이다. 이 작은 당위가 청년이 제대로
일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밑거름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개발되고
실험해 온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인 전달체계의 역할이 기본법의 시행으로 더욱 더 확대되
고 정착되어지기를 바란다.
청년센터는 코로나19와, 청년기본법 시행과 같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해법을
찾아 열심히 움직여 왔다. 지금까지 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실험의 연속이었고 그것이
지난 5년간의 성과이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도약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달
체계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춰나가야 할 때다. 청년센터가
이 시대의 청년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여나갈 수 있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
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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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현황

제268회~제275회

■ 총괄 : 8회 112일
- 정례회 2회 60일
- 임시회 6회 52일

■ 회의개최내역

214

회기

회별

구분

계

8회

112

제268회

임시회

11

2019.07.16. ~ 07.26

제269회

임시회

9

2019.09.17. ~ 09.25

제270회

임시회

9

2019.10.14. ~ 10.22

제271회

제2차 정례회

44

2019.11.06. ~ 02.19

제272회

임시회

11

2020.02.10. ~ 02.20

제273회

임시회

2

2020.03.25. ~ 03.26

제274회

임시회

10

2020.04.20. ~ 04.29

제275회

제1차 정례회

16

2020.06.15. ~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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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기간

의안처리 현황

제268회~제275회

처 리 내 용
구 분
유형별

접수

처리

가

결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철회

기타
6

계류

계

304

305

262

23

1

6

소 계

175

176

146

17

1

5

7

의 원

116

116

95

11

1

2

7

위원회

1

1

1

시 장

47

47

38

교육감

11

12

12

예산･결산

14

14

9

5

동의･승인

63

63

61

1

9

9

9

43

43

37

조
례

6

7

3

주민청구
기 타

1

건의･결의
의견청취
규 칙 안
기

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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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 내역
議 案 名

제268회 임시회 1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교 육 감 교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 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육 ○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원안가결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2019.07.26.)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
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장 예산결산

산

액

: 8,888,700 백만원

- 기

정

액

: 8,497,900 백만원

- 증

감

액

:

- 운

용

액

: 514,882 백만원

- 기정운용액

: 491,173 백만원

- 증

:

수정안가결
(2019.07.26)

390,800 백만원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강 민 구 기획행정 ○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
강성환
속 유지를 위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김병태
인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
김성태
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규
김태원
정을 마련함.
박갑상
이만규
이시복
임태상
장상수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규 학 문화복지 ○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원안가결
김지만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 (2019.07.26)
김태원
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서호영
발생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시복
지자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
전경원
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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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액

원안가결
(2019.07.26)

23,709 백만원

계류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68회 임시회 2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강
김
김
김
송
이
황
의

민
대
재
지
영
영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구 문 화 복 지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
원안가결
현
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2019.07.26)
우
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
만
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
헌
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애
자
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강 민 구 문화복지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원안가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김규학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산 (2019.07.26)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김태원
을 규정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
박우근
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
윤영애
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만규
이영애
임태상
정천락
하병문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 민 구 문화복지 ○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원안가결
강성환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 연구 실시 및 (2019.07.26)
김규학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
김대현
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
김원규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기념일로 승격
김태원
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여
박우근
애국정신 및 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지
서호영
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윤영애
조례를 개정함.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정천락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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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태 문화복지
우
만
영
헌
규
복
애
수
원
원

處理結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추
원안가결
진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 (2019.07.26)
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근거
마련
○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 지역 예술교육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역량 개발 및 지역 전문
가예술인들의 교육활동 기회 확대.
○ 시민 예술교육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증진 및 평생교육 기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
김
김
서
송
이
이
이
장
전
의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원안가결
조문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2019.07.26)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양성평등기금 관리공
무원 지정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
고자 함.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시민 문화권리 신장 등 문화정책의 사
수정안가결
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 (2019.07.26)
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역사의
기록인 문화예술 아카이브 추진과 문
화예술인 현창사업 등 우리 시의 문화
예술 주요 시책사업들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문화복
지 등에 관한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 성 환 경제환경 ○ 대구시 지역내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
원안가결
김원규
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 (2019.07.26)
김태원
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
윤영애
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이영애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하병문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
의 원
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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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
호
영
만
시
영
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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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4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김
김
박
서
이
이
임
하
의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
원안가결
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2019.07.26)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편입하여 산
업단지 관련 회의기구 근거 조례를 일
원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경제환경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원안가결
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를 통합하 (2019.07.26)
여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특
별회계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추가하
고 제명을 변경하려고 함.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 경제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
원안가결
으로 환경기준 중 미세먼지에 관한 기 (2019.07.26)
준이 변경되고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
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를 이에
맞춰 개정하고,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
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며,
전체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시

지
혜
갑
호
만
영
태
병

主 要 內 譯

만 경 제 환 경 ○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상이
원안가결
정
변 등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 (2019.07.26)
상
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영
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
규
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애
발전을 추구함.
상
문
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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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김
김
박
박
장
황
의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병 태 건설교통 ○ ｢주택법｣에 따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
원안가결
김성태
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2019.07.26)
김원규
위해 불합리한 세입･세출 사항을 개
송영헌
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
이시복
구의 명확화, 간소화를 통해 조례의 실
장상수
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코자 함.
정천락
홍인표
의 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원 규 건설교통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도시 및
원안가결
박갑상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2019.07.26.)
박우근
같이 ‘같은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
윤영애
(인동간격)’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이영애
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
이태손
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장상수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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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 제 환 경 ○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
원안가결
정 세출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의 출연 (2019.07.26)
기관 변경을 반영한 ｢정부 자동차부
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
방비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
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 출연 변경계획안
‧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
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 △2,000백만원
(기정 6,000 → 변경 4,0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 지방비
출연(상생펀드) : 2,000백만원 (신규)
성
지
태
갑
우
상
순

태 건 설 교 통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수정안가결
만
도시디자인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 (2019.07.26)
원
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운
상
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
수
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
자
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원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Daegu Metropolitan Council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68회 임시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설 교 통 ○ ’17년 1월 우리시 향후 10년간 도시
원안가결
재생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07.26)
을 수립･공고하였으나, 현정부 출범
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
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면
적의 변경과 국가공모 신청조건 등이
변경되었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변
경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함.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서･북구 노후산업단지(서대구, 염색,
원안가결
제3산업단지)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2019.07.26)
도시 재생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였
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관리계
획 변경 및 일부 단위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
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강성환 교
김병태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이만규
임태상
전경원
하병문
황순자
의 원

육 ○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원안가결
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19.07.26)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
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
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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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강
김
김
김
김
김
송
이
이
전
의

구 교
식
태
규
우
만
헌
규
손
원
원

육 ○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안가결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 (2019.07.26)
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규학 교
김병태
김성태
김재우
김지만
송영헌
이태손
임태상
전경원
하병문
의 원

육 ○ 지역 향토사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
원안가결
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2019.07.26)
자랑을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
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김대현 교
김원규
박우근
송영헌
윤영애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의 원

육 ○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
원안가결
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 (2019.07.26)
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성서동권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원안가결
죽전중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2019.07.26)
운영의 어려움과 학교 교육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로 죽전중학교를
폐지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
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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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68회 임시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교 육 감 교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
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육 ○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의 단계
원안가결
적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019.07.26)
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 또
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 학생 전출입 시 월 단위로 산정하
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 단
위 산정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
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장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
원안가결
원회 갈등관리분야의 위원 해촉 및 신 (2019.07.26)
규위원 위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
으려는 것임.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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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김 성
윤영
운영에 관한 조례
이영
일부개정조례안
이태
임태
장상
전경
의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태 기 획 행 정 ○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전심
원안가결
애
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역심 (2019.09.25)
애
의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
손
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상
수
원
원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강 민 구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소속의 공사･공단 및
김동식
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김원규
수의 적정한 상･하한선을 정하여,
김태원
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이시복
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복리
이진련
진을 목적으로 함.
이태손
의 원

출
보
경
공
증

계류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강 민 구 기획행정 ○ 대구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김규학
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
김동식
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서
이시복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이진련
의식을 갖추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홍인표
의 원

계류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 민 구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안가결
김동식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 민주평 (2019.09.25)
김성태
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관련
김지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의 및 사
김혜정
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지원 체계
이영애
를 제도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
정천락
의 원

대구광역시 일본
강 민 구 기획행정 ○ 과거 대일항쟁기 당시 일부 일본 기업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김 동 식
들은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
김원규
제한에 관한 조례안
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
김태원
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이시복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이진련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범기
이태손
의 원
업의 대구광역시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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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강 성 환 기 획 행 정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원안가결
김원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2019.09.25)
김지만
운영 조례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김
태
원
일부개정조례안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박갑상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박우근
함.
이만규
이시복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의
원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대 현 문화복지 ○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
원안가결
김동식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2019.09.25)
김재우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치매,
박갑상
지적･자폐성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인
이영애
구의 증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홍인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 대
황순자
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의 원
제기됨에 따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을 지원하고 배려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민 구 문화복지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
원안가결
김동식
출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2019.09.25)
김성태
그 자녀 및 손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김태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혜정
이진련
의 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김 대 현 문화복지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
원안가결
김태원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혼부 (2019.09.25)
김혜정
일부개정조례안
부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윤영애
덜어주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이시복
조성하고자 함.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의 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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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강
김
김
김
김
이
이
이
전
하
황
의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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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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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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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
경
병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구 문 화 복 지 ○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
원안가결
태
라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 (2019.09.25)
만
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원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문화체육관
정
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지정사
규
업’에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선구적
복
준비와 지정 후 신속한 사업추진의 환
련
경을 마련하고자 함.
원
문
자
원

장 문화복지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기간
원안가결
이 ’19.12.31일자로 만료되어 시설 (2019.09.25)
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하고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
고자 함.
- 위탁시설개요
․ 위치 : 남구 명덕로 34길 16(대명동)
․ 시설규모 : 연면적 5,040.77㎡
(지하 1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 대강당, 소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사무실 등
․ 운영인력 : 14명(관장 1, 직원 13)
※ 방과후아카데미 인력(3명) 포함
․ 현)수탁기관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사 업 비 : 577,000천원
(시비 100%, ’19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1.1∼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Daegu Metropolitan Council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69회 임시회 4
議 案 名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시

장 문 화 복 지 ○ ‘대구시청소년수련원’의 위탁 기간이
원안가결
’19.12.31일자로 만료되어 시설의 관
(2019.09.25)
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시설개요
․ 위치 :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송현동)
․ 시설규모 : 연면적 10,124㎡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본관, 생활관, 실내체육관,
대극장 등
․ 운영인력 : 27명
(원장 1, 총괄부장 등 직원 26명)
※ 방과후아카데미 인력(3명) 포함
․ 현)수탁기관 :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 사업비 : 727,870천원
(시비 100%, ’19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1.1 ∼ 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 시
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장 문화복지 ○ 가출청소년들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원안가결
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는 ‘대 (2019.09.25)
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
간이 ’19.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
라 시설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
고자 함.
- 시설개요
․ 위치 : 중구 남산로 8길 14(남산동)
․ 규모 : 103.5㎡
(사무실, 거실, 식당, 세탁실, 화장실 등)
․ 운영인력 : 6명(소장 1, 직원 5)
․ 현)수탁기관 : 대구YMCA
․ 사업비 : 225,980천원
(국 97,240, 시 128,740, ’19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1.1 ∼ 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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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 시
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장 문 화 복 지 ○ 가출청소년들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원안가결
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는 ‘대 (2019.09.25)
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
간이 ’19.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
라 시설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
고자 함.
- 시설개요
․ 위치 : 달서구 당산로 106(성당동)
․ 규모 : 133.7㎡
(사무실, 거실, 식당, 세탁실, 화장실 등)
․ 운영인력 : 6명(소장 1, 직원 5)
․ 현)수탁기관 : 대구YMCA
․ 사업비 : 225,500천원
(국 97,240, 시 128,260, ’19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1.1 ∼ 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장 문화복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원안가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09.25)
’19.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
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기관
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이
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대구광역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시설개요
․ 위치 :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청소년수련원 3층)
․ 규모 : 213.21㎡
(오리엔테이션실, 자궁방, 체험관 등)
․ 운영인력 : 5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현)수탁기관 :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 사업비 : 150,586천원
(국 75,293, 시 75,293, ’19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1.1 ∼ 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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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 시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장 문 화 복 지 ○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기
원안가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정위 (2019.09.25)
탁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9.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사
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시설개요
․ 위치 : 대구 동구 아양로 291(입석동)
․ 규모 : 302.085㎡
(사무공간, 상담실, 치료실 등)
․ 운영인력 : 10명 (센터장1, 상담원6,
자립전담1, 임상심리1, 사무원1)
․ 현)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 사업비 : 391백만원(시비 100%)
- 위탁기간 : 5년 (20.1.1 ∼ 24.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강 민 구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
원안가결
김재우
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2019.09.25)
김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 민 구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수정안가결
김대현
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2019.09.25)
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박갑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장상수
정천락
하병문
황순자
의 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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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성
대
동
성
재
지
태
갑
만
시
진
태
태
상
경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김
김
김
김
김
김
박
이
이
이
이
임
장
전
황
의

환 건 설 교 통 ○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수정안가결
현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 (2019.09.25)
식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태
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우
만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17년 교
원
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결과 7
상
대 특･광역시 중 교통복지지표 종합
규
복
평가가 63점(5위)에 불과하여 개선이
련
요구되므로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
손
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상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수
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자
개정하고자 함.
원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민 구 건설교통 ○ 시장이 어린이 통학안전에 필요한 교
원안가결
강성환
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어린이 (2019.09.25)
김동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옐로카펫 확
김원규
대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
김지만
김태원
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송영헌
함.
이시복
전경원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강 민 구 건설교통 ○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
수정안가결
강성환
및 관리 조례
면하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과 (2019.09.25)
김규학
일부개정조례안
유휴 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며, 관광버
김대현
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노상 및
박갑상
윤영애
공공기관의 주차장이용을 활성화하고
정천락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관련 민
홍인표
원을 해소하고자 함.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강 성 환 건설교통 ○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김 대 현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양수 등 (2019.09.25)
김원규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김재우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택시운송
박갑상
윤영애
사업 활성화 및 열악한 환경에 처해
하병문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의 원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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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민
대
성
원
우
시
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김
김
김
박
이
임
의

구 건 설 교 통 ○ 대구국제공항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원안가결
현
노선인 대구-제주간 화물운송물량이 (2019.09.25)
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송사업자(대
규
한항공)가 사업철수를 예고함에 따라
근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지역 산업체
복
의 수지악화, 제주산 농수산품의 물가
상
상승이 우려되어, 본 조례의 활성화사
원
업에 국내화물운송사업을 포함시켜 제
주 화물운송노선을 유지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
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동 식 건설교통 ○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원안가결
김원규
생활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9.09.25)
김재우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
김지만
한 공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송영헌
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만규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
이시복
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
이태손
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전경원
축행정을 도모코자 조례의 개정을 제
황순자
안함.
의 원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승용차요일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정안가결
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2019.09.25)
유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원안가결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19.09.25)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함.
- 용도지역 53개소 / 2,410,945㎡
- 용도지구 234개소 / 6,075,694㎡
- 용도구역 4개소 / 3,289,483㎡
- 도시계획시설 36개소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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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9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장 건 설 교 통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원안가결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2항에 (2019.09.25)
따라 재정문제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
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
단 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
여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
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
구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정비계획 대상 : 3개구 3개소
․ 동구 용계동 15-2 (공동주택)
․ 남구 대명동 1623-60 (공동주택)
․ 북구 복현동 416-2 (업무시설)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장 건설교통 ○ 지역내 산재한 식품 관련 기업의 집적
원안가결
과 R&D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2019.09.25)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식음료 체험과
관광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식품
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재무성과 정책
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역내 식품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시 산
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투자사업으로 의
결받고자 함.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일원
- 면적 : 318천㎡ (96천×3.3㎡)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돈지봉공원),
생산녹지지역, 주거지역
- 사업비/사업기간 : 1,817억원
/ 2019년~ 2023년
- 개발방법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예정자 : 대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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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10
議 案 名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강
강
김
김
박
윤
전
정
하
의

민
성
대
태
갑
영
경
천
병

구 교
환
현
원
상
애
원
락
문
원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육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원안가결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2019.09.25)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강 민 구 교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김 동 식
제한에 관한 조례안
김원규
김태원
이시복
이진련
이태손
의 원

육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
까지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
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
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시교육
청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육 ○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원안가결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 (2019.09.25)
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
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동식 교
김원규
김재우
송영헌
이진련
이태손
전경원
홍인표
황순자
의 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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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1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윤
이
이
이
이
임
장
전
정
홍
의

학 교
현
식
태
규
우
원
정
근
애
복
애
련
손
상
수
원
락
표
원

육 ○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원안가결
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 (2019.09.25)
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
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
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 교

육 ○ 2020.3.1.자 죽전중학교 폐지에 따른
원안가결
해당 권역 중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한 (2019.09.25)
학교군 개정 등
- ’20.3.1.자 죽전중학교 폐지에 따라
달서구 죽전동을 4학교군과 자유학
구로 설정
- 달성군 옥포면, 현풍면이 옥포읍, 현풍읍
으로 승격에 따라 자구 수정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 임 본 회 의 ○ 감사기간, 감사대상, 일정 및 장소 등
원안가결
위원회
2019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2019.09.25)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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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대
동
성
원
재
태
혜
우
영
시
영
진
태
태
상
경
천
인

主 要 內 譯

장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19.09.25)
를 통합하여 기구･정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19.10. 31.로 존속기한
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한
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며, 합리적인
직급체계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Daegu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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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김
김
김
김
송
황
의

동
성
재
지
영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식 기 획 행 정 ○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
원안가결
태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 (2019.10.22)
우
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만
을 추가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함.
헌
자
원

대구포유운동
강 성 환 기획행정 ○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지
원안가결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박 우 근
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 (2019.10.22)
윤영애
조례안
FOR YOU 운동’(대구포유운동)의 지
이시복
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이영애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태상
규정하고자 함.
전경원
의 원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현행 조례에서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
원안가결
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2019.10.22)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배제하거나 소속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사상 불
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
위법령에서 위임 된 바가 없어 ｢지방자
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
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지하철화재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후
원안가결
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인도 (2019.10.22)
적 차원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원안가결
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9.10.22)
사전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
고자 함.
-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 4,6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 250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54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3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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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기 획 행 정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
영하고자 하는 (재)대구평생학습진흥
원 출연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
2,191백만원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가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019.10.22)
- 수소차 충전소 신축
-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內 농산물
비축 창고 매입
- 국립대구과학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변경
- 안심 119안전센터 재건축
- 노후 소방헬기 매각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 민 구 문화복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원안가결
김원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 (2019.10.22)
김재우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박우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애
이시복
이태손
장상수
정천락
의 원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대 현 문화복지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안가결
김동식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2019.10.22)
김성태
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
김원규
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김재우
하고자 함.
김지만
김혜정
윤영애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정천락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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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민
성
규
태
갑
우
영
만
시
영
태
상
경
병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강
강
김
김
박
박
송
이
이
이
임
장
전
하
의

구 문 화 복 지 ○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
원안가결
환
어의 발전과 보급 기반 마련 및 공공기 (2019.10.22)
학
관의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
원
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상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근
고자 함.
헌
규
복
애
상
수
원
문
원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동 식 문화복지 ○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
원안가결
김성태
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라나라의 역사 (2019.10.22)
김재우
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등
김태원
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국가 문화정체
윤영애
성을 확립하는 등 점차 사라져가는 전
이시복
통 문화･예술을 보존하는 기반 마련
이진련
홍인표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 문화복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원안가결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 (2019.10.22)
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이에 맞춰 개정하여 상
위법령과 일치를 이루고 관련업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문화복지 ○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
원안가결
건복지부의 설립 허가 시 법인의 명칭 (2019.10.22)
변경을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및 설립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
정하고자 함.

시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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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4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문 화 복 지 ○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의 일부개정
원안가결
으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 (2019.10.22)
로 바뀌고 기능이 추가되어 치매환자
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
고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
서 설치하여 관리하던 ‘통합정신･치매
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대체하고 조
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장 문화복지 ○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
원안가결
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19.12. (2019.10.22)
31)에 따라 시설의 설립 취지에 부합
하는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에 계속하
여 민간위탁 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 94
(망우당공원 내)
‧ 규모 : 부지 4,752㎡, 건물 758㎡
- 기념탑(171㎡/ 높이45m) :
순국선열 명각대, 헌화대 등
- 전시관(450㎡) : 사인그래픽,
기록사진, 휘호 및 편액 등
- 관리동(137㎡), 기념탑 주변 조경수
670주 등
‧ 위탁기간 : 3년
(20. 1. 1. ~22.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70,700천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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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문 화 복 지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전문적이
원안가결
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2019.10.22)
필요한 사무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지원단운영 : 17개 시･도별로 운영
‧ 지원단구성 : 지원단장, 분과별 위원
(관련교수 등), 연구원 등
‧ 지원단역할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지원, 인력교육, 성과관리 등
‧ 위탁기간 : 20. 1. 1. ~ 22.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143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문화복지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원안가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2019.10.22)
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 대
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지원단운영 : 17개 시･도별로 운영
‧ 지원단구성 : 지원단장 1명, 팀장 및
팀원 등 6명 이내
‧ 지원단역할 : 인식 수준 개선 교육
홍보,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 총괄 조정 및 기술지원 등
‧ 위탁기간 : 20. 1. 1 ~ 22.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299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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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

장 문 화 복 지 ○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시장 대응을 위해
원안가결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2019.10.22)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
광전담기구에 지역관광산업 육성 사무
를 민간위탁하여 지역관광 사업의 안
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
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등
‧ 현수탁기관 : (사)대구관광뷰로
(17.1.2∼20.1.1)
‧ 사업비 : 6,820백만원(’19년 기준)
‧ 위탁기간 : 20. 1. 2 ∼ 21. 1. 1
(1년 재계약)
‧ 선정방법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를 통해 선정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

장 문화복지 ○ 종합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원안가결
외 관광객을 적극적 유치하고, 관광객 (2019.10.22)
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등을 제공
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소재지 :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두류동)
‧ 규모 : 대지면적 5,458㎡, 건물 1,713㎡
(지하1층, 지상1층)
‧ 인력 : 7명 (관광안내 4명, 사무 2명,
기타 1명)
‧ 현수탁기관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17. 1. 1∼19.12.31)
‧ 사업비 : 351백만원(’19년 기준)
‧ 위탁기간 : 20. 1. 1 ∼22. 12. 31(3년)
‧ 선정방법 : 공모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 주요사무 : 대구관광정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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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7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提案者 委員會
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장 문 화 복 지 ○ 위탁기간이 만료(19.12.31)되는 성
원안가결
서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 (2019.10.22)
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이곡동 1325)
‧ 규모
- 부지면적 44,668㎡,
건축연면적 2,202㎡
- 최대수용인원 : 1,000명
- 주요시설 : 수영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등
‧ 위탁기간 : 20. 1. 1 ~ 22.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400백만원, 자체수입 1,420백만원
* ’20년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 원형으로 변경

대구광역시
김 재 우 경제환경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
원안가결
김
지
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 (2019.10.22)
김혜정
지원 조례안
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박갑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장상수
전경원
의 원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강 성 환 경제환경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
원안가결
김대현
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2019.10.22)
김동식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김원규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
김혜정
을 규정하기 위함.
박갑상
이만규
임태상
장상수
하병문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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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현 경 제 환 경 ○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한의
원안가결
원
약기술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 (2019.10.22)
상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
애
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애
손
표
자
원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
김
박
윤
이
이
홍
황
의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동 식 경제환경 ○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원안가결
김성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2019.10.22)
김재우
뷰티산업의 도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송영헌
윤영애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홍인표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김 대 현 경제환경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원안가결
김동식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2019.10.22)
김성태
써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
김원규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윤영애
이시복
이태손
황순자
의 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242

대
태
갑
영
영
태
인
순

主 要 內 譯

장 경제환경 ○ DTC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원안가결
박물관의 명칭이 변경 등록됨에 따라 (2019.10.22)
“DTC섬유박물관” 명칭을 “대구섬유박
물관”으로 정비하여 대구텍스타일콤
플렉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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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9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시

장 경 제 환 경 ○ 현행 조례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선제
원안가결
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 (2019.10.22)
기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에
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지
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시
출연 계획안

장 경제환경 ○ ’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
원안가결
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019.10.22)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대구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 3,000백만원
- 대구신용보증기금 출연 : 500백만원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경제환경 ○ ’20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
원안가결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 (2019.10.22)
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
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 6,950백만원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경제환경 ○ ’20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일반회
원안가결
계)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반영 (2019.10.22)
한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한국뇌연구원 출연 : 15,000백만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 7,000백만원
-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 9,034백만원
-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 1,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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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0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경 제 환 경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안가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웨딩 (2019.10.22)
산업 비즈니스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중구 동덕로8길 20-9
(대봉1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 규모 : 부지 252.62㎡,
건축면적 150.57㎡,
연면적 357.93㎡(지상3층)
‧ 주요시설 : 홍보･전시관, 공동장비실,
교육장,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내
(20년 상반기∼22.12.31)
‧ 위탁방법 : 전문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 수탁기관(안) : (사)디자인정책연구원
‧ 위탁 주요사무 : 웨딩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관리 등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

장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원안가결
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19.12.31) (2019.10.22)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
는 (사)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북구 유통단지로13길 9
‧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 5층
* 부지 1,001.1㎡, 건축면적 572,75㎡,
연면적 4,190㎡
‧ 위탁기간 : 20. 1. 1∼ 24.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1,0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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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

장 경 제 환 경 ○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의 민간위탁기
원안가결
간이 만료(19.12.31)됨에 따라 운영 (2019.10.22)
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염색기
술연구원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서구 달서천로 92
‧ 시설규모 : 본동(A동), 연구교류동(B동)
* 부지 5,186㎡, 건축면적 836㎡(A동)
1,582㎡(B동) 연면적 5,243㎡(A동)
6,015㎡(B동)
‧ 위탁기간 : 20.1.1 ∼ 22.12.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430백만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

장 경제환경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민간위탁기간
원안가결
이 만료(19.12.31)됨에 따라 사업의 (2019.11.29)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연속해서 민간
위탁코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
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동구 팔공로45길 26
‧ 시설규모 : 부지 2,545㎡,
연면적 6,459㎡
‧ 위탁기간 : 20. 1. 1 ~022.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400백만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시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장 경제환경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민간위
원안가결
탁 중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2019.11.29)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19.12.31)됨
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
자 대구광역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치 : 북구 유통단지로14길 17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4,114㎡, 연면적 8,672㎡
‧ 위탁기간 : 20. 1. 1 ∼ 21.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소요예산 : 사업비 300백만원
(’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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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성 환 건설교통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정도
원안가결
김대현
개편 사항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2019.10.22)
김성태
범위에 반영하고자 함.
김원규
이시복
임태상
전경원
정천락
의 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성 환 건설교통 ○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시도에서
원안가결
김성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2019.10.22)
김혜정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
박갑상
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이영애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
이태손
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
황순자
을 추진하고자 함.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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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 제 환 경 ○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성의료지구 개발
원안가결
이익 재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수성의 (2019.10.22)
료지구 스마트시티 1단계 구축사업’의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
설물 이관시기가 도래하여 센터의 효
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기업 기술개발
테스트베드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
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
를 위탁하고자 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소재지 : 수성의료지구 내
(수성구 대흥동 일원)
‧ 규모 : 979천㎡ / 자가통신망 19.7㎞,
전기 9.4㎞, 자율주행 6.5㎞
‧ 통합운영센터 : 132㎡(전실, 관람실,
관제실, 서버실 / SWCC 1층)
‧ 위탁기간 : 20. 1. 1 ∼ 21.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 1,550백만원

Daegu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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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
원
태
갑
우
영
시
인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김
김
박
박
송
이
홍
의

현 건 설 교 통 ○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
수정안가결
규
화사항을 반영하고, 건축가능 용도에 (2019.10.22)
원
서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상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근
헌
복
표
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건설교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
원안가결
김동식
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9.10.22)
김원규
현행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박갑상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용
송영헌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시복
임태상
의 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동 식 건설교통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회의 구
원안가결
김성태
성,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을 정비하 (2019.10.22)
김원규
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운영
김재우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김지만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이만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
임태상
전경원
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인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의 원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시

장 건설교통 ○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행복
원안가결
주택 건립을 통하여 청년층 주거비 완 (2019.10.22)
화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한 주거사다리
를 구축하고, 낙후된 지역의 공공임대
주택단지 건설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우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타
당성을 의결 받고자 제안함.
- 위치 : 동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1BL
- 면적 : 15,400㎡ (4,658×3.3㎡)
- 사업규모 : 행복주택 366세대
- 사업비 : 813억원
* 용지비 281, 건축비 456, 부대비 28,
예비비 48
- 사업기간 : 2019∼2022년
- 사업시행자 : 대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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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14
議 案 名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민
성
원
태
영
진
천
인

處理結果

구 교
환
규
원
헌
련
락
표
원

육 ○ 학교 숲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의의
원안가결
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 (2019.10.22)
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
여 학교숲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기
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육감 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 ○ 내용의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사항에
원안가결
대해 유치원 및 학교로 구분하여 별도 (2019.10.22)
로 규정하고 있던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서 법규 내용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 교

육 ○ 경일여자고등학교가 ’20.3.1일자로 자
원안가결
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 (2019.10.22)
교로 전환됨에 따라 동 학교를 일반학
군에 편입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지 만 문화복지 ○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원안가결
송영헌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 (2019.10.22)
윤영애
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
이시복
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
이영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
이진련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태손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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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Daegu Metropolitan Council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1회 제2차 정례회 1
議 案 名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提案者 委員會
시

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 예산결산

장 예산결산

장 예산결산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전년도예산액

수정안가결
(2019.12.16)
: 8,331,570 백만원

- 증

감

액

:

-운

용

액

: 1,691,489 백만원

- 예

산

액

: 9,234,500 백만원
902,930 백만원

원안가결
(2019.12.16)
490,573 백만원

- 전년도운용액

:

-증

감

액

: 1,200,916 백만원

- 예

산

액

: 8,975,900 백만원

- 기정예산액

수정안가결
(2019.11.29)
: 8,885,900 백만원

- 증

:

감

액

90,000 백만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기획행정 ○ 현 조례는 포상 관련 허위 공적 또는
원안가결
김동식
보충자료의 위조 등으로 기수여자의 (2019.11.29)
김지만
포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지더라
김태원
도 취소할 규정이 없어서 포상의 공정
김혜정
한 집행을 위한 관련 규정 추가하고자
박갑상
함.
송영헌
윤영애
이만규
임태상
전경원
정천락
의 원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법령 제･개정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
원안가결
무가 이양되거나 기 위임된 사무의 근 (2019.11.29)
거법규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
고자 함.

대구광역시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기획행정 ○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공사채등록법
원안가결
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 지역채 발행 (2019.11.29)
업무 주체 및 방법을 현행 법률에 맞추
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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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시

장 기 획 행 정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
원안가결
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2019.11.29)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의 정수 상
한을 12명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지
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
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시
일부개정조례안

장 기획행정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
원안가결
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2019.11.29)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의 정수 상
한을 12명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지
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
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
원안가결
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2019.11.29)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구광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원안가결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2019.11.29)
기준｣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
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
리한 사항 등을 정비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가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019.11.29)
-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협의매수
- 구)삼영초등학교 노후건물 멸실 및
혁신지원센터 등 신축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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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원
재
지
태
갑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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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태
상
경
병
인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규 문 화 복 지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여 말기
수정안가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신체 (2019.11.29)
우
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
만
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
원
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
상
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
규
는데 기여하고자 함.
복
애
손
수
원
문
표
자
원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
김
김
김
박
송
이
이
이
이
장
전
하
홍
황
의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김 규 학 문화복지 ○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에게 올바른
수정안가결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김대현
(2019.11.29)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김원규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
김지만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태원
박갑상
장상수
하병문
의 원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강 민 구 문화복지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수정안가결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9.11.29)
보행기 지원 조례안
김성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의 보
김원규
건･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김재우
함.
김지만
박갑상
박우근
송영헌
이영애
이태손
정천락
황순자
의 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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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
김
김
김
박
박
이
이
임
정
하
황
의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민 구 문화복지 ○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산업의 발전을
원안가결
강성환
위해 출판정책과 지역서점 육성정책 (2019.11.29)
김원규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계자
김태원
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출판산업 관련
윤영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출판･서점산
이시복
업 통합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대
이영애
이태손
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와 ｢대
하병문
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
황순자
례｣를 통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의 원
수립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2004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브랜드 슬
원안가결
로건’에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2019.11.29)
을 반영하여 대구의 미래상과 핵심가치
를 담아 디자인과 의미를 재정립하고,
개선된 브랜드 슬로건으로 수정하며,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과 임기에 관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시
전부개정조례안

장 문화복지 ○ 現 시민의 날의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원안가결
미흡 여론으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2019.11.29)
시민 등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지역
역사와 시민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날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 시민의 날
과 대구시민주간의 통합･운영, 활성화
를 위한 기념행사 실시 및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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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환 문 화 복 지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
원안가결
규
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보건･ (2019.11.29)
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증치매노인
원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맞춤
상
형 돌봄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근
규
애
상
락
문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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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화 복 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삭제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시 문화재보
호 조례에서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
에 추가된 시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을 추가로 규정

철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종전에 시 문화재보호 조
례에 규정되었던 무형문화재 관련 내
용을 옮겨오고 상위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철회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문화복지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
원안가결
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대 (2019.12.16)
구광역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2,700백만원
- 대구의료원 출연금 : 2,981백만원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문화복지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원안가결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9.12.16)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 대구여성가족재단 : 2,080백만원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734백만원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문화복지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
원안가결
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9.12.16)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 (재)대구문화재단 : 1,815백만원
- (재)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 : 2,351백만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 재 우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
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김지만
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송영헌
이시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의 원

철회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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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김
이
장
전
하
황
의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

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건설교통 ○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원안가결
김동식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도 (2019.11.29)
김성태
시재생사업을 책임있게 지원하고, 공
송영헌
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의
이시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이영애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태손
지속적･안정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황순자
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의 원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 성 환 건설교통 ○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
원안가결
김규학
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2019.11.29)
김대현
로써, 철거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김태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
박갑상
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우근
윤영애
이영애
홍인표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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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현 경 제 환 경 ○ 가속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유발되
원안가결
규
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2019.11.29)
손
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
수
게 보완하고자 함.
원
문
자
원
장 경제환경 ○ 우리시 공유재산인 완충녹지(신매시장
원안가결
북편 달구벌대로변) 지하에 주차난을 (2019.12.19)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인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
장』을 조성하고자 수성구에서 시유지
사용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건립 및 운영 개요
‧ 건립시설물 : 전용 지하주차장(공영)
‧ 위치 : 수성구 신매동 571
(신매시장 북편 달구벌대로변)
‧ 규모 : 부지사용면적 3,650㎡, 연면적
5,780㎡정도(지하2층)
‧ 총사업비 : 162억원
(국비 60억, 시비 51억, 구비 51억)
‧ 사업기간 : 20년 상반기∼ 21년(예정)
‧ 소유 및 시설운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Daegu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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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김 동 식 건 설 교 통 ○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한
원안가결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김 원 규
옥 건축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2019.11.29)
조례안
박갑상
와 진흥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송영헌
중앙정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이시복
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이나, 대
임태상
구시는 아직 법에 따른 하위조례가 제정
정천락
되지 못하고 이전 조례로 한옥 진흥 제도
의
원
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위임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과 지역 실
정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시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건설교통 ○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과다 요금체계 불
수정안가결
만해소와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장기 (2019.11.29)
주차 방지를 위해 이용시간에 따른 주
차요금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도심 밀집지역
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
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
원안가결
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2019.11.29)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원안가결
라서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9.11.29)
에도 본 조례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
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
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원안가결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 (2019.11.29)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165개소 (도로 111, 광장 9, 공원 39,
유원지 5, 학교 1)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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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0년도
교 육 감 예산결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예
산
액 : 3,421,228 백만원
- 전 년 도 예 산 액 : 3,262,805 백만원
- 증
감
액 :
158,423 백만원

수정안가결
(2019.12.16)

2019년도
교 육 감 예산결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
산
액 : 3,693,062 백만원
- 기 정 운 용 액 : 3,669,154 백만원
- 증
감
액 :
23,908 백만원

원안가결
(2019.11.29)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규학 교
김성태
김혜정
송영헌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의 원

육 ○ 대구광역시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
서 학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어린이의 놀이문화 권리를 보장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원안가결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 법령 제･ (2019.12.19)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
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
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2020년 초등학교 1개소, 병설유치원
원안가결
2개소 추가
(2019.12.1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2020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원안가결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사 (2019.12.16)
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020년도
교육감 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육 ○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원안가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 (2019.12.16)
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 학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 용천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 세천초 교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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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9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0년도
교육감 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
재단 출연 계획안

육 ○ 대구광역시 소속 학생을 우수한 인재
원안가결
로 기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2019.12.16)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
금 조성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
7,429백만원

2019년도
교육감 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
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

육 ○ 대구광역시 소속 학생을 우수한 인재
원안가결
로 기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2019.11.29)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인
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추가
출연 : 총출연액 7,300백만원
(기정 3,300, 증감 4,000)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 재 우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안가결
김지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2019.12.19)
송영헌
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시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의 원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경제환경 ○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원안가결
김동식
을 위하여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2019.12.19)
김지만
체화하여 여성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에
김혜정
이바지 하고자 함.
윤영애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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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10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환 교
원
정
애
규
복
련
상
수
원
문
자
원

강
김
김
윤
이
이
이
임
장
전
하
황
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 임 본 회 의 ○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예산집행현
원안가결
위원회
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등을 감사하여 (2019.12.19)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함.

Daegu Metropolitan Council

육 ○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
연물품을 보급하고 비치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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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태
혜
영
만
시
진
태
상
경
병
순

主 要 內 譯

계류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2회 임시회 1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김
김
김
김
김
이
장
정
홍
황
의

규
동
재
지
혜
시
상
천
인
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학 기 획 행 정 ○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
원안가결
식
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2020.02.20)
우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함.
만
정
복
수
락
표
자
원

대구광역시 시민
강 민 구 기획행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원안가결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 동 식
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2020.02.20)
김성태
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
김혜정
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윤영애
함.
이만규
이진련
의 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기획행정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원안가결
규정 개정,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 (2020.02.20)
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
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협약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
원을 조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원안가결
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사무로 정한 (2020.02.2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군수
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효율
적인 충전구역 관리를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제
수정안가결
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 (2020.02.20)
도록 위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2020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
원안가결
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 (2020.02.20)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
1,410.5백만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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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處理結果

구 문 화 복 지 ○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
원안가결
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2020.02.20)
현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연장 및 사업
규
자금 대여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원
자 함.
상
복
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강
김
김
김
박
이
의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강 성 환 문화복지 ○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
원안가결
김대현
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2020.02.20)
김재우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
박갑상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이시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이영애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강 민 구 문화복지 ○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원안가결
김원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 (2020.02.20)
김태원
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송영헌
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전경원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정안가결
이 제정되어 대구시 무형문화재 조례 (2020.02.20)
를 제정하여 규정할 사항을 본조례에
서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추가
된 시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안가결
이 제정되어 종전에 시 문화재보호 조 (2020.02.20)
례에 규정되었던 무형문화재 관련 내
용을 옮겨오고 상위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60

민
성
대
원
태
갑
시

主 要 內 譯

Daegu Metropolitan Council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2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4세계마스터스육상 시
경기대회 유치 동의안

장 문 화 복 지 ○ 국제경기대회인 2024세계마스터스
원안가결
육상경기대회(WMAC) 유치와 관련 (2020.02.20)
대회유치 여부에 대해 국제경기대회지
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대회개요
· 대회명 :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WMAC 2024)
* World Masters Athletics
Championships
· 기간 : 2024년 8~9월 중 / 약 14일간
· 장소 : 대구스타디움/보조경기장
및 주변도로
· 참가종목 : 35종목
(트랙18, 필드11, 로드6/ 남･여 동일)
· 참가규모 : 90개국 7,000여명
(선수, 임원 등)
· 예산 : 총 53.8억원
(국 16.2, 시 29.3억, 기타 8.3억)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대구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운영대행
원안가결
사 협약, 활성화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2020.02.20)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도매시장법인제도 폐지 관련 규정 정
원안가결
비 및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필 (2020.02.20)
요 사항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
장 약용작물부류의 시장도매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확충을
원안가결
위하여 KS 또는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 (2020.02.20)
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
인을 받은 충전기 설치･보급사업은 경
비 지원이 가능하나, 최근 개발된 신제
품들은 KS 또는 단체표준 규격이 제정
되지 않아 경비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
가능한 충전기 범위를 추가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 신제품･융복합제품 등의 시
장 출시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
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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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4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장 경 제 환 경 ○ 우리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수정안가결
활성화를 위해 ’20년 상반기 개장하 (2020.02.20)
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수목원
과 연계하여 대구만의 특색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목재문화체험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건설교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
원안가결
김원규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2020.02.20)
김지만
의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제도
박우근
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고, 정
송영헌
비사업 분쟁조정에 관할 구･군의 개입
윤영애
여지가 많이 없고 중립을 지키기 어려
정천락
워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여 재개
황순자
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
의 원
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용상
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원안가결
규정에 위반되는 조례의 과태료 조항을 (2020.02.20)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시

장 건설교통 ○ 지역 내 무허가 노후 건축물 거주민 및
원안가결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등 시민 주거 (2020.02.20)
안정 도모와 공공복리 구현을 위한 복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의 투자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사 업 명 :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북구 경대로서19길 20-1 일원
- 대지면적 : 12,455m2
- 사 업 비 : 586억원
(용지 133, 건축 408, 부대 24, 예비 21)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건립규모 : 아파트(4개동, 지하2층 ∼
지하14층) 및 기타 부대시설
* 행복주택 180세대, 영구임대주택
9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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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성환 교
육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김대현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2020.02.20)
김성태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
박우근
어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
이만규
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규정
이태손
을 마련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
임태상
여하고자 함.
전경원
하병문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김 대 현 교
육 ○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원안가결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김 동 식
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봉 (2020.02.20)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박갑상
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조례안
박우근
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
송영헌
하고자 함.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전경원
황순자
의 원
세천강변야구장
시 장 문화복지 ○ ’20.4.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안가결
관리･운영 사무
세천강변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 (2020.02.20)
민간위탁(재위탁)
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동의안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 4. 29. ∼ ’23. 4. 28.(3년)
· 위탁범위 :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유형 : 수익창출형(독립채산형)
* 현수탁자 : 대구광역시 체육회
(18.4.29∼20.4.28, 2년)
세천리틀야구장
시 장 문화복지 ○ ’20.4.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안가결
관리･운영 사무
세천리틀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 (2020.02.20)
민간위탁(재위탁)
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동의안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 4. 29. ~ ’23. 4. 28.(3년)
· 위탁범위 :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유형 : 수익창출형
(독립채산형)
* 현수탁자 : 대구광역시 체육회
(18.4.29 ∼ 20.4.28,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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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9,666,180 백만원
- 기 정 예 산 액 : 9,229,200 백만원
- 증
감
액 :
436,980 백만원

원안가결
(2020.03.2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1,779,573 백만원
- 기 정 운 용 액 : 1,691,490 백만원
- 증
감
액 :
88,083 백만원

원안가결
(2020.03.26)

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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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획행정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경제
원안가결
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2020.03.26)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관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의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 62,500원 면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 감면추계액 : 74억원 정도

강 민 구 문화복지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에 따라 일시
원안가결
김규학
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 (2020.03.26)
김재우
해서도 긴급구호비 등 생활안정 지원
김지만
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김태원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배지숙
이시복
이영애
전경원
홍인표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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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2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김
김
박
박
배
이
이
이
임
장
하
홍
의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시
출연 변경 계획안

동
혜
갑
우
지
만
영
태
태
상
병
인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식 경 제 환 경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휴업 및 사회적
원안가결
정
거리두기 등의 예방활동으로 발생된 (2020.03.26)
상
실물경기의 위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근
와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짐
숙
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
규
련하고자 함.
애
손
상
수
문
표
원

장 경제환경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원안가결
겪고 있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등에 유 (2020.03.26)
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
하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기본재
산) 추가 지원
-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 3,000백만원 → 16,000백만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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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1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장 기 획 행 정 ○ 의원발의 조례인 본 조례의 입지선정
원안가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2020.04.29)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
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
여 집행부 의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
법원의 판례처럼 법령 위반소지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상기 위원회에서 도시
관리계획 입안 전 안건을 부결하는 경
우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도시
관리계획 입안 결정권한이 침해될 수
있고, 가결하더라도 이 후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결정이
무의미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유사
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시계획위원
회, 평가심의위원회 등)들이 있어 절차
중복으로 인한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되
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김 규 학 기획행정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원안가결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김 성 태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공익 (2020.04.29)
김혜정
관한 조례
활동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
배지숙
일부개정조례안
한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해당 위원회
송영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자하고
윤영애
함.
이만규
이영애
이태손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의 원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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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학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을 시 자체적으
원안가결
김대현
로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시 (2020.04.29)
배지숙
설 및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윤영애
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
이만규
공복리를 증진하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이영애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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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4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획 행 정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
원안가결
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2020.04.29)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
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
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원안가결
개정사항에 맞추어 장애인 소유자동차 (2020.04.29)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명이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원안가결
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및 표준안을 (2020.04.29)
재적용하며, 장기재직특별휴가일수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시

장 기획행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
원안가결
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 (2020.04.29)
전기금 운용 등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
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문화복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원안가결
배지숙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 (2020.04.29)
윤영애
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시복
이바지 하고자 함.
이영애
임태상
장상수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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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강 민 구 문 화 복 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원안가결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김 규 학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사기진작 (2020.04.29)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 성 태
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원
배지숙
윤영애
이시복
이진련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재 우 문화복지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
수정안가결
김지만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앙정 (2020.04.29)
배지숙
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이만규
따라 지난 해 제정된 조례를 중앙정부
이시복
의 사업추진방향에 맞춰 구･군 중심으
이영애
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
이태손
는 지원･조정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장상수
개정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 문화
전경원
자원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
의 원
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문화복지 ○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
원안가결
의료 정책 수립으로 시민들에게 양질 (2020.04.29)
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여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공
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문적이고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이 필요한 사무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
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 7. 1. ∼ 23. 6.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 300,000천원
(국 50%, 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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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
을 규정하고, 전용사용료･이용료를 조
정하여 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철회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4회 임시회 4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문 화 복 지 ○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
원안가결
에게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2020.04.29)
지원하고,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
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하여 취업 및 주거지원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
년복지시설인 ｢대구광역시 청소년자
립지원관｣ 신규 설치에 따라 시설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
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민간위탁 기간 : 2년 6개월
(20.7.1.∼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127,618천원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문화복지 ○ ’20년 5월 완공 예정인 대구스포츠단
원안가결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2020.04.29)
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시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 7. 1.∼23. 6.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21,100천원

대구광역시
강 성 환 경제환경 ○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
원안가결
김동식
연구개발장비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 (2020.04.29)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 원 규
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김지만
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김태원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김혜정
정함.
배지숙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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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 김 동 식 경 제 환 경 ○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원안가결
김원규
설치및운영조례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2020.04.29)
김재우
일부개정조례안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
배지숙
산물직판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송영헌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
이만규
정하고자 함.
이시복
이태손
전경원
하병문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김 재 우 경제환경 ○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
철회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김 지 만
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020.06.11)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배 지 숙
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
이만규
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시복
이태손
장상수
전경원
의 원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동 식 경제환경 ○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
원안가결
배지숙
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2020.04.29)
송영헌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
윤영애
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근
이만규
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영애
장상수
정천락
하병문
의 원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 성 태 경제환경 ○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
수정안가결
박갑상
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 (2020.04.29)
배지숙
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이태손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임태상
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전경원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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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성
규
동
원
재
지
갑
우
지
인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김
김
김
김
김
박
박
배
홍
의

환 경 제 환 경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원안가결
학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2020.04.29)
식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
규
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
우
만
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함.
상
근
숙
표
원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규 학 건설교통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
원안가결
김대현
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2020.04.29)
김성태
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김재우
자 함.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윤영애
이만규
임태상
장상수
하병문
황순자
의 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건설교통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및
수정안가결
김원규
범위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용적 (2020.04.29)
김지만
률 완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배지숙
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
이만규
이시복
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이태손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전경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
하병문
황순자
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의 원
보완･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라 수도
원안가결
요금의 납부 고지 및 방법에 전자우편 (2020.04.29)
(이메일)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우편 고
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대상
을 기존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자 외
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자도 포함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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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설 교 통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변경결
원안가결
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2020.04.29)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
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 : 3건
(수성구 삼덕동 일원 외 2)
- 용도구역 변경 : 1건(수성구 삼덕동 일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원안가결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2020.04.29)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 계획 추가 수립 : 2개소
․ 중로1-383호선(신설)
: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 장기로
․ 중로1-236호선(변경) : 달서구 상인동
중석타운 ∼ 월배로 5길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
원안가결
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2020.04.29)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최근 지역 주
택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따
른 주민요구 사항인 사업유형 변경(재
건축→재개발) 등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사
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함.
- 구 역 명 : 북구25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21,753.0㎡ →
(변경)20,890.3㎡
- 사업유형 : (기정)재건축 사업 →
(변경)재개발 사업
- 기준용적률 : 250%
- 추진단계 : 2단계
- 생활권유형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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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4회 임시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예 산 액 : 3,637,247 백만원
- 기정예산액 : 3,421,228 백만원
- 증 감 액 :
216,019 백만원

수정안가결
(2020.04.29)

2020년도
교육감 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육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강성환 교
김지만
김태원
박우근
배지숙
이시복
이영애
전경원
의 원

육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원안가결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2020.04.29)
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
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 교 육 감 교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육 ○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의 폐지
원안가결
및 ｢유아교육법｣에서 시･도별로 유아교 (2020.04.29)
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위원회의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사문화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원안가결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 (2020.04.29)
준｣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020년도
교육감 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육 ○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원안가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 (2020.04.29)
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취득(6건)
․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 남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 매천중 다목적강당 및 사격장 증축
․ 대구북중 다목적강당 증축
․ 학남중 다목적강당 증축
․ 상원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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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9회계연도
교 육 감 예산결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세입결산액 :
- 세출결산액 :
- 차액(이월 등) :

3,934,983 백만원
3,628,553 백만원
306,430 백만원

원안가결
(2020.06.26)

2019회계연도
교 육 감 예산결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지출결정액 :
- 지 출 액 :
- 집 행 잔 액 :

799 백만원
799 백만원
- 백만원

원안가결
(2020.06.26)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 세입결산액 :
- 세출결산액 :
- 차액(이월 등) :

9,561,668 백만원
8,315,821 백만원
1,245,847 백만원

원안가결
(2020.06.26)

2019회계연도
시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장 예산결산

- 지출결정액 :
- 지 출 액 :
- 집 행 잔 액 :

1,039 백만원
879 백만원
160 백만원

원안가결
(2020.06.2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만규 운
김동식
김재우
김지만
송영헌
이영애
임태상
황순자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인 표 기획행정 ○ 대구시청 및 소속 기관의 공직청렴도
원안가결
김원규
제고를 위해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 (2020.06.26)
김지만
는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배지숙
유도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임태상
전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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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원안가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강의 등을 (2020.06.26)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
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
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주요의안처리 내역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박
박
일부개정조례안
배
윤
이
이
하

태
갑
우
지
영
만
영
병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상 기 획 행 정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횟수
원안가결
상
를 조정하여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2020.06.26)
근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숙
고,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
애
여 위탁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
규
애
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
문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영 애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원안가결
김원규
민간기록물의 소실을 방지하고 안전하 (2020.06.26)
김재우
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김지만
마련함.
배지숙
송영헌
윤영애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안경은
윤기배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갑 상 기획행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시민인
원안가결
강민구
권 및 복리 증진을 목표로, 범죄피해자 (2020.06.26)
김대현
의 주거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
김성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배지숙
윤영애
이진련
홍인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기획행정 ○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원안가결
기본생활과 건강권을 지키고, 도시공 (2020.06.26)
간구조 혁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구 대도약의 기반을 구
축하기 위해 기구 신설･변경 및 정원
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기획행정 ○ 정책의제 선정(시민 300명 이상 연서
원안가결
하여 추천한 의제) 절차와 방법 등에 (2020.06.26)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원탁
회의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일부 조
정하고자 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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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획 행 정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
원안가결
어 향후 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 등 (2020.06.26)
행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이 가능하도록 표준 설계
면적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태 원 문화복지 ○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원안가결
김재우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 (2020.06.26)
박우근
역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
배지숙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시복
기여하고자 함.
임태상
황순자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시 복 문화복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원안가결
강민구
법률｣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구광 (2020.06.26)
김원규
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
김태원
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배지숙
하여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송영헌
윤영애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받는
이태손
관광약자를 위한 사회적의 배려를 강
전경원
화하고자 함.
정천락
홍인표
황순자
안경은
윤기배

대구광역시
황 순 자 문화복지 ○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문화관광 해설
원안가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강 민 구
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06.26)
김동식
지원 조례안
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지만
김혜정
배지숙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안경은
윤기배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시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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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문화복지 ○ 2020.12월 완공 예정인 체육복지센
원안가결
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 (2020.06.26)
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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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4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인
민
원
지
시
태
천
경
기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강
김
배
이
이
정
안
윤

표 경 제 환 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기업의
원안가결
구
경영난이 극심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 (2020.06.26)
규
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
숙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복
손
시행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제도
락
상 각종 금융지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
은
외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바, 중견기
배
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병 문 경제환경 ○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수
원안가결
김동식
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2020.06.26)
김재우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송영헌
이진련
이태손
전경원
안경은
윤기배

대구광역시
김 재 우 경제환경 ○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
원안가결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김 대 현
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2020.06.26)
김성태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
배지숙
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시복
이태손
장상수
황순자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지속적인 야영객 증가추세와 더불어
원안가결
야영장 예약취소에 따른 소비자분쟁해 (2020.06.26)
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
회적 약자 등에 대한 야영장 사용료 감
면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야영장 이
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시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장 경제환경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
원안가결
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 (2020.06.26)
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
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기술보증기금 상생협약보증 출연 :
5,000백만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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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5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시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장 경 제 환 경 ○ 비수기에 일시적 자금운영난을 겪는
원안가결
섬유직물업체에 보유직물을 담보로 (2020.06.26)
단기 운영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섬유
산업 전반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섬유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
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
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0. 7. ∼ 2023. 7.(3년)
· 운영방법 : 공개경쟁방법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
· 소요예산 : 독립채산방식
· 위탁시설 개요
- 시설 : 직물비축창고
- 위치 : 달서구 달구벌대로 232길
17(신당동)
- 시설규모 : 부지 14,097㎡,
연면적 8,205.㎡(지상 1층)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장 경제환경 ○ 신진디자이너 제품의 시장성 제고와
원안가결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패션창조거리를 (2020.06.26)
구축(20.11월)하여 패션 마케팅 중심
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패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디
자이너 양성과 패션쇼 기능을 결합한
FXCO(펙스코)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월(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FXCO운영위탁 : 4.3억원
(패션센터 3, 패션창조거리 1.3)
· 위탁시설 개요

시

시설명

시설규모(㎡)
부지 연면적

시설현황

▣ A, B, C동
< 1 ∼ 3층 >
○ 공익 판매시설
대구
- 신진디자이너
패션
제품 판매장
창조 3,159 1,814
○ 수익 판매시설
거리
- 각종 매장,
FXCO
복합문화공간,
(펙스코)
카페, 식당 등
대구
<지하1층,지상3층>
패션
-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4,114
8,672
개발
- 다목적 공연장
지원
- 사무공간,
센터
회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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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

장 경 제 환 경 ○ 선도적인 안경테 표면처리 업체 집적
원안가결
화를 통한 청정공간 조성, 경쟁력 확보 (2020.06.26)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안경
테 표면처리센터가 21. 4월 준공 예
정으로,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소요예산 : 450백만원(’21년 기준)
·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대구 북구 오봉로 166
(침산동 999, 舊 천일화물 부지)
- 규모 : 부지 2,640㎡,
연면적 6,930㎡
(지하 1층, 지상 5층)
- 운영인력 : 8명(센터장1,
운영시설팀2, 폐수처리팀2,
외주용역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민 구 건설교통 ○ 코로나19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
원안가결
김대현
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2020.06.26)
김재우
범위 이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김혜정
함.
윤영애
이영애
이진련
하병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홍 인 표 건설교통 ○ 도심 차량 진입 억제로 교통 혼잡을
원안가결
및 관리 조례
김동식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2020.06.26)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
김혜정
설의 지하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
박갑상
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
배지숙
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송영헌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상수
황순자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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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인
성
규
대
성
태
우
시
병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강
김
김
김
김
박
이
하

표 건 설 교 통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
원안가결
환
항을 정리하고자 함.
(2020.06.26)
학
현
태
원
근
복
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김 원 규 건설교통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
원안가결
강민구
기 위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2020.06.26)
김동식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김성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김재우
김혜정
박갑상
송영헌
윤영애

대구광역시
김 성 태 건설교통 ○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김 대 현
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 (2020.06.26)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김태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김혜정
있어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
이진련
원하고자 함.
홍인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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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식 건설교통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김성태
제외 대상 추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2020.06.26)
김원규
록 공개방법 개선 등 ｢국토의 계획 및
김재우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지숙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이진련
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인용
홍인표
조문 변경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
황순자
비･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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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8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갑
태
우
태
상
순
기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김
박
임
장
황
윤

상 건 설 교 통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
원안가결
원
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시 (2020.06.26)
근
키기 위해 광고의 게시를 허용하도록
상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자
유형의 광고물 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
배
분을 보완하는 한편,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등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경 원 건설교통 ○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공개공
원안가결
김원규
지의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2020.06.26)
김혜정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박우근
장례시설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
송영헌
포함 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전
이시복
기자동차의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이영애
경우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완화
이태손
해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
하병문
도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
황순자
자 함.
윤기배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김 대 현 건설교통 ○ 지명 관리주체인 국토지리정보원(국토
원안가결
김원규
교통부)에서 수행한 지명정비사업 결 (2020.06.26)
박우근
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상시적인 지역
배지숙
내의 지명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
윤영애
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기구화하
임태상
고, 기존에 자연지명(토지정보과)과 인
정천락
공지명(자치행정과)으로 이원화되던
홍인표
지명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
윤기배
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
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
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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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9
議 案 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提案者 委員會
시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장 건 설 교 통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
원안가결
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2020.06.26)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함.
- 용도지역
위 치
북구
매천동
618-1
6번지
일원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
준주거 유통상업
10,725
지역 지역
북부
농수산물
제2종
도매시장
일반 유통상업
6,443
확장부지
주거 지역
지역

- 용도지구(방화지구)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비 고

북구
북부
매천동
농수산물
145,700 증)17,168 162,868
618-16
도매시장
번지 일원
확장부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진련 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강 민 구
김동식
활성화 조례안
김성태
김혜정
박갑상

육 ○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
건이나 학교 내 성범죄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대구광역시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
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
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육 ○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학
원안가결
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 (2020.06.26)
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
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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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교
강성환
김태원
박갑상
배지숙
송영헌
윤영애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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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10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
원안가결
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 기 (2020.06.26)
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

교육감 교

육 ○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
원안가결
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2020.06.26)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용시험 업
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
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소속 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원안가결
사용을 신청할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 (2020.06.26)
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
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으로서 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
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근거 마련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원안가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 (2020.06.26)
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다사초 본관동 개축(취득)
- 다사초 본관동 철거(처분)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위원회
제 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대
기타
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 (2020.06.26)
회｣의 활동결과 제출
- 활동기간 : 2018. 7. 24 ~ 2020. 6. 30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위원회
제 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통
기타
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 (2020.06.26)
과 제출
- 기간 : 2018. 7. 24. ~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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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정례회 1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
안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임
원안가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 (2020.06.26)
와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의장 선거의 건

의

장

○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상수
기타
의원을 각각 선출함.
(2020.06.29)

부의장 선거의 건

의

장

○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김대현
기타(선거)
의원, 강민구 의원을 각각 선출함.
(2020.06.29)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

장

○ 제8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
기타(선거)
로 윤영애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2020.06.30)
김재우 의원, 경제교통위원장으로 홍
인표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김원
규 의원, 교육위원장으로 전경원 의원
을 각각 선출함.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

장

○ 제8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이
기타(선거)
시복 의원을 선출함.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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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수
립, 회의운영 규칙 등 의회 관련규정의 제･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시민 편의 중심의 의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제8대 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조정,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의원들 간의 조정,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안건 처리 등을 하였다.
◦ 2019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22일
◦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9회
◦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 6건
이밖에도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지방의
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의정활동

286

Daegu Metropolitan Council

운영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전국 각 시･도의회 의정활동 및 제반 체계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제시에 노력해왔다.

주요의안 처리
◦ 2020년도 시 의회사무처 예산안 예비심사
◦ 2019회계연도 시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
에 대하여 2019. 11. 20.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
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의회사무처의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제고, 의원 의정활동홍보의 효율성
강화, 의회소식지 활용방안 제고 등의 제안･당부가 있었다.

향후 의정활동계획
대내적으로는 정책의회 구현을 목표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정책개발 역량 증진,
의원 간 협력과 소통 증진을 위한 중재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시정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의회의 실행력을 제고하
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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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대구시정에 관한 종합기획을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효
율성을 제고하며, 신청사, 대구(대표)도서관, 대구기록원 등의 건립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시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사시스템의 상시 점검과
청렴의식 고취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에 힘썼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의안 처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참여
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수요자 맞춤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종 위해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로 인한 행정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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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계
44

조례안
제 정

개 정

폐 지

8

23

1

예산･결산

동의안

5

7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앞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추천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다소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사전심
의제의 효율성과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
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법에서 규정하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와 정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9.10.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
신설기구로 전환하며, 광역행정 사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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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 FOR YOU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민간인, 민간기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발생하거나 관련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고 관련한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합의제 성격
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을 위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위원회의 설치･심의과정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 위반과 절차의 중복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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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위임, 사무권한의 이양,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 법령 등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의 삭제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구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식･정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의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 분야의
지역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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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시민들의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에 대한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구시･경상북도 간의 정원배분 협약
에 따른 정원 조율 등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관련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및 시행(’19. 8. 6.)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납세부
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와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92

Daegu Metropolitan Council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등의 개정 사항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격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대구시의 청렴도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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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피해자의 주거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안전망 강화, 경제위기 극복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새로운 도약의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민선 7기 후반기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신설･
변경 및 기능 조정과 함께 적정한 행정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 연서로 추천하는 시민원탁회의 정책의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행정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표준설계면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방
안전본부, 대구경북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대구시설공단 등 소관 부서에 대해 14일간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41건 등 총 78건 처리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시정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여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노력과 쇄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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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예술분야의 혁신과 공정성･투
명성을 강조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체계 강화, 일･복지 연계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 따뜻한 복지도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제 정

개 정

폐지

20

18

-

65

동의안

예산･결산

22

5

주요의안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아카
이브 추진과 문화예술 인물 현창사업 등 대구시의 문화예술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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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
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출산 및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2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과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2015.5.18.)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지역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로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 1.일자로 시행된 시 조직개편 내용과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
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아카
이브 추진과 문화예술 인물 현창사업 등 대구시의 문화예술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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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
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체적인 인격
체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개정
2011.3.7.)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이 강조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폭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추모사업 등 지원 사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며, 원폭피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와 작은결혼
식 비용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의 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9년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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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 있는 음악, 미술, 건축,
서예 등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예
술을 보존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또한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 시 법인의 명칭 변경을 조건
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및 설립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개정 전의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그 기능이 추가되어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던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대체하고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양, 비만 등 분야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98

Daegu Metropolitan Council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과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대상포진은 수두의 발병여부와 관계없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
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
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 근거
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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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출판산업과 지역서점산업의 통합된 육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산업 관련 조례와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을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년 지정된 ‘대구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구의 정체성과 새로운 미래상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구의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담아 디자인과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브랜드 슬로건을 반영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現 시민의 날이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역사와 시민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날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통합･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실시 및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기간연장 및 사업자금 대여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에 따른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일부
운영 중인 심야약국과 365약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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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시민의
보건･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자･부자보건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
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전에 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규정되
었던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을 옮겨오고 상위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유치 동의안
국제경기대회인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WMAC) 유치와 관련하여 대회유치 여부
에 대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도 긴급구
호비 등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
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열악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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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 선정 방향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구･군 중심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는 이를 지원･조정하는 역할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공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2019. 10.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
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020년 5월 준공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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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관광자원 전반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금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과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체육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규
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문화체육관
광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대구의료원 등 16개 기관에 대해 14일간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31건은 시정요구하고, 46건은 건의･조치하였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 분

수감기관

감사항목

2019

15

534

지 적 건 수
시정요구
31

건

의

비

고

46

향후 의정활동계획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여성･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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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첨단 우량기업 유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형 자동차 등 지
역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 관리 실태 점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주요의안 처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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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계
86

조 례 안
제 정

개 정

폐 지

24

31

1

동의안

예산･결산

기 타

24

5

1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시 지역 내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편입하여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 근거조
례를 일원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운용 및 관리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관
련 규정을 발췌하여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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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환경기준 중 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고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를 이에 맞춰 개정하고,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며, 전체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일반회계)
에 신규로 편성코자 하는 출연금을 반영한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한의약 기술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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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물환
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DTC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박물관의 명칭이 변경 등록됨에 따라 “DTC섬유박
물관” 명칭을 “대구섬유박물관”으로 정비하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 활성화 도모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에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
령의 특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일반회계)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반영한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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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의
소공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구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
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민간위탁기간(2018. 1. 1.
∼ 2019.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단지입주업체들이 유통단지 발전을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의 전문성
을 갖추고 있는 (사)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염색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염색기술연구원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향후 섬유패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패션디
자인 산업의 개발 및 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
을 갖추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
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중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19. 12. 31.)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
역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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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성의료지구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
시티 1단계 구축사업’의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시기가 도래함으로
써, 이관 받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기업 기술개발 테스
트베드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대구광
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속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
대구시 공유재산인 완충녹지(신매시장 북편 달구벌대로변) 지하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
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인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수성
구에서 시유지 사용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
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여성기
업들의 창업과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운영대행사 협약, 활성화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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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약용작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약용작물
부류의 시장도매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충전기 범위를 추가하여 전기자동
차 충전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 신제품･융복합제품 등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
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우리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20년 상반기 개장하는 목재문화체험
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수목원과 연계하여 대구만의 특색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목재문화체험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휴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활동으로 발생된 실물경기의
위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
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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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인터넷, 어플리
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견
기업의 경우 제도상 각종 금융지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바, 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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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적인 야영객 증가추세와 더불어 야영장 예약취소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명확
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야영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야영장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비수기에 일시적 자금운영난을 겪는 섬유직물업체에 보유직물을 담보로 단기 운영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섬유산업 전반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섬유산업 활성화
도모하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기존의 패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디자이너 양성과 패션쇼 기능을 결합한 FXCO
(펙스코)를 운영하고자 하며, 디자이너 양성에서부터 마케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패션관련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법
인 등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1항
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에 위탁할 예정으로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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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및 점검 사항
55회 현장 방문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로봇, 기계, 안경, 섬유, 농업 등 각 산업별 민생현장, 기업 및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조사 및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꾀하는 등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경제･첨단의료산업･환경 분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집중 감사하여 주민대표 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239건 중 11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122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국내외 첨단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기반 확충
○ 첨단의료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공원조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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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
계 운영, 도시철도 건설을 통한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
발과 도시발전 등 시민편익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의회주도의 적극적인 간담회 개최 등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기관
으로서의 의회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기능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속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주요의안 처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폐
하고 행정부가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교통 행정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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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계
48건

조 례 안
제 정

개 정

폐지

5건

28건

0건

의견청취 등

예산･결산

11건

4건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도시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
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가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에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장, 교육감
등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법｣에 띠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
리한 세입･세출 관련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의 조문을 명확화 및 간소화 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코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같은

‘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인동간격, 隣棟間隔)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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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서･북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요인 발생으로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
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과 유휴 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노상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관련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
승용차요일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학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옐로
카펫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양수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열악
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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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활성화사업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시켜, 제주와의 화물운송노선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
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될 수 있도
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조례의 개정을 제안함.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지역의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관련 체험 및 관광을 위한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동 지역의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대구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의 토지보상 추진으
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정문제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
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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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시･국제회의시설 설치가능 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범
위 규정 등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건축가능 용도에서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정도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 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함
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19.4.23)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보완하
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기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이 일부 불합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의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진흥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의 투자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의무 건립조건에
따라 확보한 공동주택(1BL)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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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과다 요금체계 불만해소와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
를 위해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
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도시재생
사업을 책임있게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의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거공
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의 조례로 한옥 진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위법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 거
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에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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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9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및 범위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 고지 및 방법에 전자우편(이메일)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우편 고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자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도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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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정비예정구역(구역번호 : 북구 25)에 대하여 최근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인 유형 변경(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을 위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심 차량진입 억제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업무시설
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
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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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추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8.6)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고
의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
는 등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및 휴게공간, 보행통로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
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공개공지의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장례시
설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 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충
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
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지명 관리주체인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명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비상설로 운영중인 지명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설 심의･의결기구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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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19
건 중 69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50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균형발전 촉구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도로･건축시설물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 촉구
○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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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학생 안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학교 보건 및 급식, 학사관리, 온라인 수업
지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대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구영선초 미래교육리노베이션 교실, 대구경북영어마을 등 학생들을 미래교육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였으며
남구･달성군･달서구･수성구 등 지역별 교육현안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 및 교육관
계자, 유관기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학교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학교폭력
의 근절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대구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들에게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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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제 정

개 정

폐 지

15

9

1

35

예산･결산

기 타

3

7

주요의안처리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지역이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을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유아교육
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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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안
학교 숲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의의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학교숲 활용을 활성화시
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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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용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13건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였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상기관

감사항목

24

338

지 적 건 수
시정요구
52

건

의
61

계
113

향후 의정활동계획
교육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온라
인 수업을 비롯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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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방대한 규모의 예･결산 종합심사로 재정에 대
한 집행부 사전 통제와 사후 피드백 기능 뿐 아니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상시점검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 연중 상설로
운영하고 매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안) 및 결산관련 심사 기법 등에 대한 강의로
예･결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9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세출부문은 재정건전성 및 투자 우선순위 적정여부, 과다 책정되거나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형식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안 제출전 재정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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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2019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 산 액

증 감(△)

대구광역시

8,331,570

8,497,900

166,330

구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166,330백만원 증액된 8,497,900백
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2. 20.
위 원 장

부위원장

황 순 자

김 동 식

위

원

윤영애, 정천락, 김지만, 이시복, 강민구,
서호영, 김대현, 송영헌, 전경원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2018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구

분

세

대구광역시

입

8,596,637

세

(단위 : 백만원)

출

예비비지출액

7,542,724

947

제26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에서는 ｢2018년도 대구광역
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
을 하여 내년도 운영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의기간 : ’19. 6. 25.
위 원 장

부위원장

황 순 자

김 동 식

위

원

윤영애, 정천락, 김지만, 이시복, 강민구,
서호영, 김대현, 송영헌, 전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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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대구광역시교육청

입

3,695,566

세

출

예비비지출액

3,398,604

43

제26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에서는 ｢2018년도 대구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6. 26.
위 원 장

부위원장

황 순 자

김 동 식

위

원

윤영애, 정천락, 김지만, 이시복, 강민구,
서호영, 김대현, 송영헌, 전경원

(4) 2019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예 산 액

증 감(△)

3,262,805

3,669,154

406,349

제26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보다 406,349백만원 증액된
3,669,154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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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윤영애, 정천락, 김지만, 이시복, 강민구,
서호영, 김대현, 송영헌, 전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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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
구

분

대구광역시교육청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예 산 액

증 감(△)

8,497,900

8,885,900

3,880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
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3,880
백만원 증액된 8,885,900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7. 24.
위 원 장

부위원장

강 성 환

이 진 련

위

원

김지만, 김태원, 김재우, 이시복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6) 2019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
구

분

대구광역시교육청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예 산 액

증 감(△)

3,669,154

3,693,062

23,908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23,908백만원 증액
된 3,693,062백만원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11. 26.
위 원 장

부위원장

강 성 환

이 진 련

위

원

김지만, 김태원, 김재우, 이시복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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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
예 산 액

증 감(△)

대구광역시

8,885,900

8,979,900

94,000

구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
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94,000백만원 증액된 8,979,900백
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심의기간 : ’19. 11. 27.
위 원 장

부위원장

강 성 환

이 진 련

위

원

김지만, 김태원, 김재우, 이시복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8) 2020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2020년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2019년
당초예산액

2020년도
예 산 액

증 감(△)

대구광역시

8,331,570

9,229,200

897,630

대구광역시교육청

3,262,805

3,347,918

85,113

구

제271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에서는 ｢2020년도 대구광역
시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2019
년 당초예산액보다 897,630백만원 증액된 9,229,200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대구
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85,113백만원 증액된 3,347,918백만원으로 수
정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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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 ’19. 12. 6. ~ 12. 12.
위 원 장

부위원장

강 성 환

이 진 련

위

원

김지만, 김태원, 김재우, 이시복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 19.12.16(월) 제3차 본회의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 발의의원(13명) : 전경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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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고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으며 현재도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취수원의 구미공단 상류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여 오고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이번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수십 년을
가슴 졸이며 안전한 물을 갈망해 온 250만 대구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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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18. 7. 24 ~ 2020. 6. 30
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간 사

김성태

김원규

위

원

윤영애, 김혜정, 이시복, 이태손, 강성환

주요활동실적
∙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18. 7. 24.)
∙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및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18. 9. 5.)
∙ 포항 하수처리장 현장방문 (’18. 10. 16.)
∙ 맑은 물 공급 관련 세미나 개최 (’18. 12. 14.)
∙ 특별위원회 위원 - 집행부 간담회 개최 : ’18. 10. 8.(1차), ’18. 11. 27.(2차),
19. 3. 25.(3차)

’

∙ 남양주시 강북취수장 현장방문 (’19. 5. 1.)
∙ 순천시 주암조절지댐 현장방문 (’19. 10. 21.)
∙ 대구광역시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20. 06. 19.)

향후과제
∙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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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로 인해 지금의 대구
국제공항은 새로운 기능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역의 여론분열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하려는 통합 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노력은 유치지역간의 갈등과 수도권 중심의 신공
항 무용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 사업 역시 이전지 선정과 지역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통합신공항
이 건설되기까지는 지역의 역량결집 및 시민소통, 대구･경북간 미래비전 제시, 통합신
공항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우리특위는 지역 관문공항의 필요성, 수용한계에 다다른 대구국제공항의 현실 그리고
대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논리와 지역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
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대구･경북 정치권과 각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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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상공인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통합 신공항이 조속하
게 건설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

활동기간 : 2018. 7. 24.~2020. 6. 30
구

성
구

분

특별위원회
(7명)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홍 인 표

경제환경 위원회

부위원장

김 재 우

문화복지 위원회

위

원

김 대 현

건설교통 위원회

위

원

김 지 만

기획행정 위원회

위

원

김 규 학

문화복지 위원회

위

원

김 병 태
(2018. 7. 24. ~ 2019. 8. 22.)

건설교통 위원회

위

원

서 호 영
(2018. 7. 24. ~ 2019. 9. 1.)

경제환경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가결(’18. 7. 24.)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18. 9. 3.)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업무보고(’18. 9. 5.)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18. 9. 5.)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현장방문(’18. 10. 30.)
∙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간담회 개최(’18. 10. 30.)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19. 3. 18.)
∙ 대구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특위 간담회 개최(’19. 3. 21.)
∙ 대구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특위 공동이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19. 3. 21.)
∙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 발표(’19. 6. 25.)
∙ 대구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특위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촉구 공동성명서 발표(’19. 7. 11.)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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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총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는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구광역시의회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지켜 줄 음압병상의 확보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요청합니다.
둘째, 감염병 전문의료진의 파견과 대응장비의 보급을 요청합니다.
셋째,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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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대구시민들께서도 국가를 믿고 의지하며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
지 마시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2. 2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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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어,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제는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불의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부터 정부에 추가 병상 확보를 수차례 호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10,000 병상을 준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구지역 확진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환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인과 힘을 합쳐 800병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대처 중이지만,
의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황
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스크입니다. 정부가 지금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시급한 대구･경북 시･도
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
에서 막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구를 방어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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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들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진자들을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둘째, 마스크의 국내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긴급히 공급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셋째,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 드립니다.

2020. 2. 28.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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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현황
■ 총괄
• 질문의원수 : 17명
• 질문건수 : 21건

■ 분야별 질문현황
회기별 질문 건수
구분

계

제268회 제269회 제270회 제271회 제272회 제273회 제274회 제275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계

21

4

5

2

1

일반행정

4

1

문화･체육

2

1

교육

2

산업･경제

3

환경･보건

1

1

사회･복지

1

1

교통

6

도시계획

2

1

9
2

1
1

1
1

2

상하수도

2

건설･주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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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1
1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제2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박우근
의원

□ 캠프워커 부지반환 및 3차순환도로
조기개통 대책

答辯要旨

ㆍ동편･헬기장 부지의 완전 반환과 도서  반환부지 내의 기존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
관･도로건설의 남은 절차는?
면, SOFA 절차(기지폐쇄, 환경평가 및 치
유)에 따라 국방부가 반환을 받아 우리시
에 인계하면 도서관과 도로공사를 시행하
게 됨. 내년에 대구도서관 및 동편도로 구
간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할 여건이
갖추어지면 공사는 2년 이내에 완료할 계
획(2022년)임.
ㆍ앞으로 남은 과정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다른 미군기지 사례를 감안할 때 환경오염
대책, 사업완료 시기는?
의 치유범위･비용부담 주체･방법 등을 결
정한 후 치유작업을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오염이 없거
나 경미할 경우 내년에 도서관 및 도로 공
사를 착수하여 2022년 완료 예정이나, 오
염이 클 경우에는 협상 및 치유 기간이 장
기간 소요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ㆍ서편 구간의 반환 협상의 진행 상황과  지금까지 미측의 요구 조건은 반환면적 이
대구시와 국방부, 미군의 입장 차이는? 상의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 전체를 우
리시가 부담하는 것임. 반환이 진행 중인
동편 구간을 집중 추진하고 서편 구간은 동
편 구간의 상황 변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
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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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편 구간 대안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우회도로 노선은 보상비 과다, 기형적인 교
사항은?
차로 형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민 동
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하차도 노선은
공사비 과다, 미군 시설부지 지하 관통으
로 협상 난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향후 동편도로 개통 이후 교통흐름을 분석
해서 교통운영 분야를 먼저 개선하고 중장
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음.
ㆍ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는?  장기간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우리
市가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
관･도로건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정
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겠음.

김재우
의원

□ 대구도시브랜드 ‘ 컬러풀 대구’ 슬로
건 재구축의 문제점
ㆍ‘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2개의 색만 바  2015년 10월부터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
꿔서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드는 시민모임｣, 전문가 개발 TF팀, 도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브랜드위원회를 가동하여 여러 후보(안)을
개발･압축하였음. 최종적으로 신규(안)
‘핫플레이스 대구’와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의미를 새롭
게 부여한 ‘컬러풀 대구’가 좋다는 의견이
74.8%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
 그러나 개발 후 마지막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적 합의를 한번 더 거쳐서 최종 결정을
했어야 하나 다소 부족했음.
 앞으로 리뉴얼한 ‘컬러풀 대구’브랜드 슬로
건에 대해 시민 공감 과정을 거쳐 대내외적
으로 대구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아내도
록 시민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음.

344

Daegu Metropolitan Council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제2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ㆍA디자인사와 2차로 1천 5백만원 증액  1차 계약시 작성한 과업내용에 시민의견
하여 계약한 내용에 1차 계약시 포함된 수렴 확대 실시, 브랜드 강화 TF팀 운영
내용이 그대로 더해진 이유는?
등의 사업이 추가하여 ‘변경 과업이행요청
서’를 작성한 것임.
ㆍ추가된 용역사항인 전문가 선호도 조사  용역 결과자료는 브랜드 매뉴얼과 결과보
등의 내용이 결과자료에 없는 이유는? 고서 2종이며, 선호도 조사 등의 내용은 결
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ㆍ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먼저하고 도시정  도시브랜드 개발은 도시 정체성 연구가 필
체성을 연구한 이유는?
수적이므로 처음부터 진행하였으며, 여기
서 나온 여론과 시대상을 새로운 브랜드에
반영하여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
시키는 디자인 심화 과정에서 추진된 전문
가 그룹토의와 TF회의, 상징체계 개발 컨
설팅 등이 더욱 부각되다 보니 절차가 바뀐
것처럼 보인 것 같음.
ㆍ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아닌 대구경북  도시브랜드는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
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이유는?
야 지속 가능함. 3차 연구의 최대 목적은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
구경북연구원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진과 노하우를 갖고 있음.
ㆍ도시홍보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컬러풀  그동안의 과정들이 ‘컬러풀 대구’로 돌아간
대구’ 슬로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 것이 아니라, ‘컬러풀 대구’에 대한 진정한
인가?
의미를 깨닫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대
구를 상징하는 브랜드임을 확인하는 소중
한 기회였음.
 또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시민 선택
을 존중한 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음.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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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향후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 홍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시 비전과 일치하는
보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은?
도시브랜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도시브
랜딩과 마케팅을 추진중임.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12년 대구 도시브랜
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
으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다소 부족했음.
 앞으로 대구 도시브랜드 중장기 기본계획
을 새로이 수립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
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하병문
의원

□ 대구공항 이용편의 개선대책
ㆍ대구공항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시설개  대구공항 이용객이 2014년 154만명에서
선 대책은?
작년 406만명에 도달하는 등 수용능력
(375만명)을 초과하여 혼잡도가 심각해지
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혼잡도 완화와 용량
증대를 위하여 올해 80억원을 투자하여 탑
승교 1개, 주기장 2면, 국제선 대합실을 확
장하고, 2022년까지 주차빌딩 신축, 호텔
에어포트 국내선 터미널로 전환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용능력은 485
만명으로 확대되어 공항혼잡도와 주민불
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ㆍ대구공항 접근 대중교통 불편 및 주차  도시철도와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추진
하지 못하였고, 그 대안으로 101번 버스
공항내 여객터미널 경유, 급행1번･101번
버스 캐리어 적재 가능토록 개조, 대구공
항 경유 시외버스 3개 노선 운영, 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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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구공항 경유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
선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임.
 대구공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항 내 주차
빌딩 신축, 제2공영주차장 조성하였으나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오는 2021년까지 주차빌딩을 추가 신축하
고, 제2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주차장
신설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ㆍ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등에 대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환경변화를 틈
대구시 전략은?
탄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수차례 공언
 6. 20.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의
총리실 재검증 합의는 영남권 신공항을 정
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와 함
께 강력히 대응
 ① 대구･경북을 배제한 재검증 합의는 절
차적 하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②
김해신공항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5개 시･
도 합의를 통해 진행, ③ 대구경북 통합신
공항은 김해신공항과 별개로 차질 없이 추
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정부에 강력
히 대응 예정

김성태
의원

□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
점과 개선대책 마련
ㆍ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회계사무소, 컨  입주 신청 시 출판업을 신고하였고 사업계
설팅사, 건설사 등이 입주해 있는 이유 획서상 출판을 계획하고 있어 심사를 통해
는?
입주시켰으며 입주 후 2년 도래 시 연장
심사를 실시함.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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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무소는 세법 관련 3종의 출판 실적
이 있어 입주가 연장됨.
 컨설팅사는 입주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19. 10월에 퇴거 예정임.
 건설사는 ’19. 9월 연장 심사 시 출판 실적
이 없으면 연장 불허하겠음.

ㆍ市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대비  센터는 시 위탁운영비(760백만원)와 자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기업입주실 등의 임대 수익금, 수탁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비로
운영됨.
 위탁운영비 760백만원은 시설 관리 및 공
공요금 438백만원, 파견수당 및 계약직 인
건비 215백만원, 사무운영비 51백만원,
사업비 56백만원으로 편성됨.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수익금 168백만원
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비
45백만원을 더하면 실제 사업비는 269백
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28% 수준임.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관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
울이겠음.
ㆍ지역서점 지원계획 미 수립 및 지역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역서점
점위원회 미 구성 사유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18년 3월까지는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고, ’18년
12월에 대경연의 ‘대구 지역서점활성화 연
구 용역’ 완료되었으며, 지역서점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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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지역서점 인증제’를 ’19년 9월에
시행하기 위해 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음.
 ’19년 7월에 ‘대구광역시 출판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서점은 출판 산업의 한 축으로
대경연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서점과
출판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심
의･자문할 위원회 구성하겠음.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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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의원

□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ㆍ군공항 단독이전 방안 검토결과는?

答辯要旨

 2007년부터 동･북구 피해주민이 주축이
되어 군공항 이전방안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주요정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수차례 반영되었으나, 전국 16개 군사공항
에서 동시이전 요구 시 천문학적 정부재정
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음.
 2016년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
로 결정되고, 대구공항이 존치하게 됨으로
써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이전재원을 마련
할 수 없어 K-2 단독 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군공항만 단독으로 받아줄 지자체가
없어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존치
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안임.

ㆍ대구공항 존치 주장에 대한 견해는?  민간공항만 존치하게 되면 45m 고도제한
을 받는 수평표면이 반경 2,286m에서
4,000m로 늘어나고, 면적은 21㎢에서 61
㎢로 3배 가량 늘어나게 되어, 금호워터폴
리스,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도청
이전터 개발 등 대구의 주요 현안사업이 모
두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지역발전을 심
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대구공항이 존치하면 민간항공기 소음 민
원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고도제한 또한 계
속 남아있게 되므로 통합이전이 최선의 방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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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신공항 건설 방향과 경제적 기대효  대구시가 구상하는 민간공항의 규모는 현
과는?
대구공항 2배 이상의 부지, 터미널, 주차장
등 미래 수요 1천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활주로(1단계 3,200m,
2단계 3,500m)로, 1본은 민항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2016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통합이전
에 따른 건설과 군･민공항 운영에 따라 약
13조원의 생산유발, 5조5천억원의 부가가
치유발, 12만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
상됨.
ㆍ통합신공항 접근성 확보방안은?

 최종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추진되고 있는 대구도심~통합
신공항 접근성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30 ~
40분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ㆍ통합이전 비용 및 현부지 개발계획은?  이전건의서 제출 당시 총 사업비는 7.25조
원이었으나, 금년에 국방부와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8.88조원 ∼ 9.14조원으로 증가
하였음. 한편, 사업비를 충당할 종전부지
양여재산 가치는 총사업비를 상회하는
9.27조원으로 추정됨.
 이전건의서상의 개발계획은 첫째, 싱가포
르의 클락키와 같은 특화된 상업지역 조
성, 둘째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와 같은
글로벌 수변도시 개발, 셋째 대구형 스마
트시티 구축 및 신교통수단 구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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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이미지 구현 등 3가지 컨셉을
기본으로 미래형 복합신도시로 조성할 계
획임.

윤영애
의원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
정책 마련 촉구
ㆍ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남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市의 지
구지역의 미래청사진 및 실행계획은? 리적 중심에 위치한 중구와 남구를 도심으
로 설정하고, 지역특성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관
광 ･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
거점”으로 정하였음.
 남구지역에 대해 2010년부터 64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 및 뉴딜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미군부대인 캠프워커헬기장부지 대
구도서관, 동측 활주로부지의 3차 순환선
개설사업 등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남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ㆍ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벨트구상에 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취지와
한 조성 가능성과 활용방안은?
안내서 등을 보면, 개별 학교별로 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에서 평가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학에 대한
벨트구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렵지
만, 남구의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가
대등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
우 중앙정부 건의 등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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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비사업을 통한 민간개발 이익 기반시  우리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설 등으로 환수 방안은?
이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2023년부터 징
수될 예정으로, 향후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ㆍ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종합계  우리 市에서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
획 수립계획은?
립하고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
여 구･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군의 수
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청하였음.
 다만, 생활SOC사업은 국고보조율이 낮고
부지매입비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 대해 부지
매입비 및 보조비율 상향 조정 등을 중앙정
부와 균형위에 적극 건의하겠음.
ㆍ순환도로 위쪽 공중보행로 설치 제안에  순환도로 위 공중보행로 설치에 대해 대덕
대한 의견은?
문화전당~남부도서관 구간은 기존 고가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구조적으로
불리함.
 남부도서관 동편~충혼탑 주차장까지 공중
보행로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인접
주택지역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해 고려
되어야 하므로 주변 경관, 환경, 비용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보다 더 쉽고
편하게 앞산으로 접근 가능한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음.
ㆍ전망대･케이블카 등을 연계하는 전국  우리 市에서는 2017년~2022년까지 총
최대 짚라인 구축에 대한 의견은?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공원 내 짚라인 설치는 공원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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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정성 검토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청
취와 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므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중인
1단계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우선 내
실 있게 추진하고, 짚라인 설치는 장기적으
로 남구청과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 하겠음.

이영애
의원

□ 대구 시각예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도출
ㆍ대구미술관이 해외작가의 작품을 억대  우리 市는 1974년 전국 최초의 현대미술제
로 구입하고 있는 이유는?
를 개최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메카로서
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시민들에
게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미술사에서 세
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유명작가들의 해
외작품을 수집하여 연구･전시 함.
 대구미술관은 연간 10회 정도의 기획전시
를 개최하고 있음. 전시회 개최 시에 기획
의도와 주제에 맞는 소장 해외작품은 전시
되고 있으나, 전시 공간 및 일정상의 한계
로 주제와 무관한 해외작품을 별도로 전시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고가의 해외작품을 시민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전시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임. 금년 내에 소장품 연구작업에 들
어가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내
년 1월에는《소장품100선》전과 작품 선
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타 시도
교류전, 소장품 상설전 등 소장품을 활용
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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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입한 해외작품과 대구미술관의 미션과  대구미술관 소장 해외작품(43점)은 근현대
비전의 상관관계는?

미술에서 대구미술관의 국내외적 위상제
고와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음.
 대구미술관이 근현대 미술의 메카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해외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효과적인 전시 방안 등 해외작가 작
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
련하겠음.

ㆍ근대미술 보존과 지역미술을 위한 정책적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
배려는?

기 위해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
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미술품 구입 시 지역출신 작가의 작
품 구입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 구입 금액비율을 (’15~’19)
구입 평균 금액 48%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겠음.
 대구 작가의 일반자료가 타 지역으로 기증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현대 작가
들의 자료 및 작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요작품과 자료들이 대구미술관에 기증･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음.

ㆍ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이 별도  두 시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KT&G 창고
운영되는 이유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와 사택을 문화재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방안?

한 공간으로, 두 시설을 통한 지역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선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는 시설 운영기관을 다변화하여 세대별
장르별 예술인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기획 전시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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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예술발전소는 기존의 레지던시 공간을
중심으로 장르간 융합활동 및 예술가와 시
민의 교류협업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창작
이 향유 생산으로 연결되는 융복합 문화공
간으로 육성하겠음.
 수창청춘맨숀은 진입기 청년예술가들의 열
정적인 활동이 자유롭게 실현되고 도전적
이고 활력 넘치는 청년예술의 대표적 랜드
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겠음.
 운영비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시너
지 효과 창출을 위해 공연･전시를 제외한
단순 시설 운영 분야는 공동 운영방안을 검
토하고 협업 프로젝트 발굴 등 시설 간 연
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세대와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음.

김태원
의원

□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
의 혁신에 대하여
ㆍ진로진학박람회 성격과 발전 방안은?  진로진학박람회는 2010년에 시작하여 올
해 10년째 운영 중이며, 최신 진로,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학생과 학
부모의 요구에 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진로교육의 일환임.
 2020년에 운영할 진로진학박람회와 직업
교육박람회는 그 운영 방식과 내용에 변화
를 주어, 초등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게 문
을 확대하고, 진로 특강, 메이커교육, 직업
과 취업, 마이스터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
화할 계획임.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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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
모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설명회를 열어 직
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기능인이 존
중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ㆍ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가 1회성 행  학생 1인당 활동비 1만원을 지원하고, 학
사나 놀이 수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교 자체 예산도 확보하여 진로체험캠프,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코칭, 진로현장체
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진
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로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고 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진로 체험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유, 체험활
동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체험활동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ㆍ진로상담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청의 현황과 발전 방안?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특성화고의 NCS 교육과정 모두 진로 기반
교육과정이며,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개의 교육지
원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였음.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초,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심이 되어, 진로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이며, 시 교육청의 대입내비게이션센터와
취업지원센터, 학교별 진로진학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진로, 진학, 직업 설계도
꾸준히 지원해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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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북 마이스터 운동의 대구 도입과 관  경북의 마이스터 운동은 기능인에 대한 사
련한정책 마련 방안은?
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운동으로, 지자체
장, 전문대학, 기업과 언론 등 각계 인사들
이 모여 사단법인 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추
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이스터 운동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우
리교육청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같이
기능인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 주간
을 신설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해 가
겠음.
 또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부모 대상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자치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김원규
의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
감차 촉구
ㆍ19년 임단협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  19년도 운전직 임단협 결과에 따라 시급
와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추가재정 4% 인상으로 78억원, 정년 2년 연장(61→
부담은?
63세)으로 23.6억원으로 총 101.6억원의
추가재정부담 발생함.
 주52시간근로제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하는 제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하의 특정기
간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1개월 탄력적 근
로시간제 도입으로 추가 재정지원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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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버스업체별 임직원의 재정지원 기준과  버스업체 임직원의 재정지원 기준은 모두
실제 임직원 임금과의 영향관계는?
표준급여와 대당 표준인원에 업체별 보유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16 ~ ’20년까지
동결하여 지급함.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업
체별 재무구조와 관련이 있고, 업체별로
실제 임･직원 수는 업체별 경영여건에 따
라 운영되고, 우리시는 대당 표준으로 지
원하므로 재정지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향후 5년간 적용될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시 실제 급여수준과 실제 대당인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절감 가능한 방향으
로 개선하겠음.
ㆍ시내버스 막차 운행방법 변경계획은?  종점도착 전 중간 운행종료차량을 종점까
지 연장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과 연계하여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위배
되지 않는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노사와 긴
밀히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음.
 막차 1시간 연장 제안은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2.5~3시간)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며, 연간 18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인건비 부담도 가중
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ㆍ2017년 개인택시 감차 불이행 사유와  개인택시가 감차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
택시 감차를 위한 대구시의 계획은?
유는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감차보상금
중 국･시비, 인센티브를 제외한 3,290만
원 정도의 높은 자체 출연금 때문이며, 또
한 지방비 분담비율이 높기 때문이었음.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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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 택시감차 개편방안도 포함되
어 있어 12월경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
될 예정임.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이 구체화
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구형 택시 감차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ㆍ택시월급제 시행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  지난 8월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하여 법인택
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
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서울시
는 2021년 1월부터, 타 시도는 5년 이내에
서울시의 성과와 사업구역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구의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 택시수입이
낮아(월 352만원) 완전 월급제 시행에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택시
업계의 실정이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택시업계와 긴밀
히 협의하여 완전 월급제 전환으로 인한 혼
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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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

答辯要旨

ㆍ청년센터를 종합적인 지원과 정책연구  대구청년센터는 2016년 7월 개소하여 청
가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강화할 의 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를
향은?
진단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해 왔으며,
 2019년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집중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간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청년
지원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대구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추진
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
대･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함.
 다만,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청년기
본법 제정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
적으로는 재단 설립 등 전문기관화를 검토
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관련 기관과의 연
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필
요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하겠음.
ㆍ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비율  2015년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확대 방안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
력 중이나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참여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함. 다
만, 위원회별 목적과 기능 등이 다르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청년위원의 참
여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청년들의 참여로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부터 비중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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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며, 위원회 운영 기
준을 개정하고, 향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
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겠음.

ㆍ지역인재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마련과  현재 시의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추천 요청
인력풀 구성･관리 계획은?
시 기존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있으나 인력풀에 한
계가 있음.
 지역청년 인재풀 조성과 관리의 필요성은 공
감하며 예산, 인력 확보, 개인정보 수집 활
용 등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음.
 시정에 청년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기 위
해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대학 인재의 정
책 참여를 위한 방법도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모색하는 등 우수한 청년인재를 발굴
에 적극 노력하겠음.

홍인표
의원

□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관련
ㆍ주차공유 실증지역 위치 및 선정과정,  주차공유 연구과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
주차공유 방안 진행상황은?
는 주차공유 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
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 소요
시간 절감과 교통소통 개선을 목표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주관기관
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선정되어 아직까
지는 실증 대상지역(8개소)은 미확정임.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리 市가 협의체를 구
성하여 내년 3월까지 주차난 및 인구밀집
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역 8개소를 선정
하고 그 거점을 기준으로 2,000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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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방문조사 후 최종 8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임.

ㆍ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거지 주변에는 ｢주
차장법｣에 의거 대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소규모 사업인 마을
단위 주차장건설 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
객을 위한 주차장과 공원 및 유원지 이용객
을 위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6년 ~ 2018년까지 508억원을 투자하
여 43개소에 2,21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
성하였고, 금년에도 42억원을 투자하여 3
개소에 3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ㆍ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데도 불법  중구가 불법주정차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
주정차로 도로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시설이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
장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공영주
차장 간 주차정보 연계 미비 등으로 교통혼
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금번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사업에 중구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다른 區보다 많은 단속인력
을 투입하여 토･공휴일을 비롯한 취약시간
대 위주로 엄격하게 단속하겠음.
ㆍ체육공원과 근린공원 주차장이 60%인
것은 주차장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지?

 공원이나 유원지는 행락철과 주말, 특정 시
간대에 차량과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상 일
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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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라,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원주차장 9개소 1,100면 중에 주택가의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2개소 146면
(13%)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상시
이용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
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적재적
소에 주차장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음.

ㆍ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상한제 정책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으로 승용차 부제, 통
추진에 대한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안 근버스 이용 등 13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은?
이행률이 감면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5%
정도 증가하고 있고,
 주차상한제 실시로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
을 높이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민
들이 시내중심가를 방문할 경우 승용차 보
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
는 측면이 있어 교통정책에 일정부분 효과
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통근버스 운행 확대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20년 이
상 시행해 온 주차상한제의 효과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 도심교통 변
화에 맞추어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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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정천락
의원

□ 기능상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 촉구

答辯要旨

ㆍ실효성이 있고 예산대비 효과가 큰 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된 서문시장과
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인 칠성
종합시장 육성 정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사업으로는
서문 및 칠성야시장, 서문한옥게스트하우
스, 서남신시장 및 신매시장 등 문화관광
형시장, 산격 및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
등임.
ㆍ기능상실 시장에 지원한 시장활성화 정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책과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외된 이유는? 시장정비사업으로 현재 2개 정비사업을 완
료하고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상
실 전통시장에 청년몰, 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상인 창업공간 등을 집중 조성하여 낙
후된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기능상실 시장의 경우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각종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지
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구조진단 및 보수 ･ 보강, 개별
점포 전기안전점검 등 안전분야의 지원,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
설개선 등에도 적극 지원해 왔음.
ㆍ기능상실 시장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  시장 기능을 타 용도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진 및 TF팀 구성 계획은?
않았지만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능상실 전통시장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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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민공동이용
시설이나 생활SOC 복합건물 등 거점시설
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가로환경
정비,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아울러, 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같
은 각종 정부공모사업을 기능상실 전통시
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기능상실 전통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 협업 TF팀 구성도 적극 검
토하겠음.

ㆍ기능상실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수 있는 규제완화 검토는?
상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및 상인회 등
록취소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제고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가 규정되
어 있고, 동의율을 완화하여 시장정비사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왔음.
 추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법률개정 건의 등 민간참
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민간의 전통시장 개
발 요청이 있을 경우 구･군과 협의하여 전
통시장 인정취소, 용도변경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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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장상수
의원

□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관련 질의

答辯要旨

ㆍ경부선,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및 철도 < 상부공간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
상부지역 개발방향은?
 2017. 11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한
“경부선(대구구간) 지하화 사전타당조사
용역”에서 선형시설인 철도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선로부지, 선로주변 지역, 역사주변
나누어 상부공간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을 제시함.
 철도지하화로 조성된 상부부지는 선형시설
로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음.
[선로부지]
 가로공원으로 계획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문화공간, 상징가로, 걷고 싶은 거
리, 계절별 산책로를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집객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
[선로 주변지역]
 철도와 인접한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
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정비, 사회적
경제기업 유치 등
[역사주변]
 역사주변은 기존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용
하되, 대구역은 역사주변 중심시가지형 도
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주변 중심상
업지역 정비를 추진함.
 동대구역은 동대구로 구조개선을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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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상부 공원 및 특화거리 조성, 지하상가 설
치 등을 추진하고, 선로부지 가로공원과
연계한 도심 녹지축을 조성함.
< 상부공간 개발 기대효과 >
 철도 지하화로 조성된 상부공간은 가로공
원 조성을 통한 녹지축 조성, 친환경적인
여가공간 제공,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삶
의 질 향상 등 유 무형의 편익이 발생함.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인
해 도심내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
변지역 활성화가 예상되며, 연계사업을 통
한 새로운 상업･업무 시설의 도입으로 일
자리 창출 및 유입인구의 증가, 고용과 소
득의 증가가 기대됨.
 이러한 유입인구 증가, 환경개선, 고용 및
소득의 증가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
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ㆍ역세권 및 신역사 개발 시 민간투자 활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경유지자체(수도권,
성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국가예산을 조 대구, 대전, 부산 등) 대부분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
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담과 전국적인 파급이 예상되므로, 철도
지하화는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추진해
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특
히, 대구의 경우는 철도변 정비사업을 전
제로 지상화 추진하고 이제 막 완료시점
(’20. 1월)에서 다시 지하화 거론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임.
 민간투자 유치 등 여러 시행방안을 마련해
야 하나 철도는 선형시설로 개발에 따른 많
은 제약이 있으므로 상부개발에 따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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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재원 부족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원인자 부담이라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지금 당장 추
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국비 사업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추진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ㆍ경부선 지하화사업을 타 도시보다도 선  여러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를 건의하고
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나 지하화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사
례는 없음.
 부산시에서도 경부선 부산도심통과 구간
철도 지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사업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부선(대구도
심)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6~’17/
대구경북연구원)”를 시행하고 ’18. 1월 국
가계획 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
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시설인
경부선 철도지하화에 대해 국가차원의 타
당성조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국회
에서 ’20년 국비 2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조속한 국가차원의 타당성조사 추진을 중
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철도는 신속한 도심접근을 위해 필요한 시
설이나, 지상 철도는 도시내 교통 소통장애
로 인한 지역단절과 철도변의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등 도시 발전
에 많은 장애 유발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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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장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도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
로 준비와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송영헌
의원

□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 설치 및 성
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관련
ㆍ성서산업단지 호림역사 설치 계획 및  우리시에서는 대구산업선 건설을 위해 지
대구산업선 철도 기본계획용역에 호림 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9년 1월 예타면제
역사를 포함시킬 방안이 있는지?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 전액국비로 ’19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함.
 호림역사 설치에 대해 수차례 다각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서는 호림
역사가 인근 계명대역과 역간거리가 짧아
(1.8km) 열차속도 저하로 인한 운행시간
과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로서
역사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임.
 하지만, 성서산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
순히 정부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
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향
후 기본계획의 한 단계로 개최될 주민공청
회에서도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ㆍ호림역사 설치와 함께 화물공영주차장  성서2차산업단지 남단에서 3km 지점에 조
도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성중인 530면 규모의 ‘달성 화물자동차 공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영차고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22년 준
공되면, 성서산단에 인접한 603면 규모의
‘대구물류터미널’과 함께 성서산단 내 화물
차고지 부족난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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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완료된 성서산업단지 내에서 최소
3만㎡ 정도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
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계획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달성 화
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차질 없이 건립하
여, 성서공단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난 해
소 효과를 확인하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
고지 확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ㆍ호산동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상황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고 현재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통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호산중학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 설립에 대한 대책은?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지
역으로 이전하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권고하고 있음.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은 성서지역 학
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학교 배치현황,
교육수요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
정임.
 대구 전체를 비롯한 성서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여유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
학생의 적정통학거리를 관련법에서 대중
교통 30분 정도로 명시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은 성서지역 학교의 재배치와
학생 배정을 고려하여, 통폐합, 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
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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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당동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당동 지역의 신당초(158명), 신당중
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학교 재배치 계 (204명)도 향후 5년 후에는 학생수가 50%
획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성서지역 전체 학교 재배치와 연계하여 신
당초, 신당중의 학생 감소 추이와 교육 여
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통폐합, 통
합학교 운영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지
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규
모 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
교생활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과 학
년에 따른 학생 밀집도를 고려하여 균형있
는 학생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
하도록 하겠음.

강성환
의원

□ 대구 수소산업 현 실태 진단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관하여
ㆍ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이유와  대구시의 수소산업은 이전공공기관(한국
경쟁력은 있는지?
가스공사)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수소 에
너지를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수소산업은 기존 에너지정책 연속성
을 유지하며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천연가스 기반 수소생산･공급을 대응하고,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확대하
여 대구시 전력자립률을 제고하겠음.
 우리 시는 미래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한
국가스공사와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 정책
적 연대를 통해 공사 특화 수소 핵심기술
과제 수행,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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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
극 대응 하겠음.

ㆍ수소관련 정부사업에 대구시의 참여 확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조건
으로 지방비와 민자 투입을 의무화하고 있
대방안과 정책논리는?
으며,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하여, 우리 현실에 맞고 적절
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정부사업을 준비 하
도록 하겠음.
 향후 정부사업 대응은 ｢한국가스공사의 장
기경영계획｣과 ｢분산형 에너지자족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 차별화된 논리를 개
발하여 대구시로 정부과제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음.
ㆍ수소충전소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 완  대구시 수소충전소 구축방향은 시민수용성
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
화 방안은?
하고 있으며, 설치는 가스전문기관(하이
넷,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은 가스전문
기업(대성에너지)에서 운영할 것임.
 수소충전소는 사전에 수소 전문가들로 하
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준공
후에도 안전관리 상황을 상시 공개하여 주
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구
시 차원의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음.

김혜정
의원

□ 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촉구
ㆍ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대구시 지원  긴급생계자금 신청 건수는 총 76만 9,064
세대수와 지급액은?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지급 세대 수는
437,213세대, 지급금액은 2,767억 4,6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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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수 별로 50~90만원
권의 지급 비율과 각각의 지급액은?
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50만원까지는 선불
카드로, 5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
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선불카드 지급
액은 2,186억 1,100만원(79%), 온누리상
품권 지급액은 581억 3,900만원(21%)임.
ㆍ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자를 1인가구  대구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13,984원) 기 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해 긴급생계자금을
준에 해당하는 대구지역의 가구수와 추 지급하였는데 1인 세대 지역가입자의 건강
가지급 사유는?
보험료는 13,984원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의 못하시는 여론
이 많아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에 안건을 상정하여 1인 세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22,590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음.
 기준 상향에 따라 지급대상 세대 수는 당초
91,663세대에서 98,384세대로 증가하였
고, 지급대상 세대에 대해 일일이 안내하
여 6,259세대에 총 31억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ㆍ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생계자  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
금 환수 발생 사유, 환수 발생 건수, 환 을 걸러내고 지급하였으며 검증과정 중 잘
수 발생 금액, 미환수 금액은?
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
억 5,800만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 700만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234건
1억 5,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음. 잘못 지
급된 주요 사례는 건강보험료 오독 105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데이터 누락
111건 등임.
 사후검증 대상인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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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지급 실시 후 검증을 실시하여 부당
수령의 경우 환수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
여 이를 공고문, 안내문, 언론 브리핑, 보
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음
 지급 이후 각 기관의 정보와 대조한 결과,
1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해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총 3,900여명, 약 25억원을 확
인하여 환수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며 불응
시 해당기관에 부당수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반드시 환수 조치토록 하겠음.

ㆍ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2월 18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이유와 법적 책임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
인으로서 집합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고,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 확보 등 방역협
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방역방해와 부주의
한 행위, 행정명령 무시로 감염의 확산을
조장했음.
 이러한 결과로 신천지 교인 10,252명 중
4,25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신
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생활치
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
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우리 市에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
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혐의로 2
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
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확산의 책임을 물어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
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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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 위험이 상존함에, 2
상황이 왔을 경우 대비하여 어떤 대책 차 재유행은 전국적 발생을 예상하여 대구
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 자원만으로 위기 대응 대비, 감염율
0.5% 가상, 대비계획 수립･보완 중으로 검
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형태
를 다양화하여 1일 최대 검체 9,080건까
지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음.
 역학조사 역량강화 위해 현재 공무원 3명과
감염병관리지원단 3명의 역학조사관을 총
30명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의무사무관 1
명을 포함한 6명의 신규 역학조사관을 채
용 중에 있으며, 구군 감염병담당자 2명씩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역량 강화 교육 예정
 전담병원 11개소 2,000병상과 생활치료센
터 9개소 3,486실을 확보하여 환자발생
초기부터 중증도 분류에 따라 입원시설로
신속 격리조치 예정임.
 상급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을 265병상 확
보하고, 고위험군 및 임산부, 소아･아동 등
치료대상별 치료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고위험군 집단시설 철저한 관리
 의료인력은 지역병원 자체인력으로 충원하
되, 부족한 인력은 의사회, 병원회, 간호사회
등과 협력하여 모집 가능한 인력풀 구성
 전담병원 방역물품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분을 대비하여 의료진보호복
28만세트, 마스크 800만장을 확보할 계획
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보건복지국
을 복지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현
행 보건건강과 6개팀을 3개과 10개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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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개편 등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
 정신과전문의 35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사 115명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24시간 온라인 심리검사와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불안
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
원하겠음.

정천락
의원

□ 인구절벽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속가
능한 인구정책 수립 촉구
ㆍ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9년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와 인구정책 현황은?
용역｣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비전, 4대전략, 12개 정책
과제 도출
 주요 전략 및 내용으로 첫째, 인구유입 활
성화 전략으로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으로 역외
유학생 적극 유치,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대구형 청년보장제 확대･추진
 둘째, 저출산 극복 전략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아동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셋째, 고령화 연착륙을 위한 중장년 중소기
업 취업 지원, 시니어 클럽 대상 맞춤형 창
업지원,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및 상황별 돌봄 서비스 제공
 넷째, 인구 변화 대응 전략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등 고령화
대응 신기술 산업 육성, 자족형 콤팩트시
티 조성으로 도시공간 고효율적 재편 및 시
민편익 증진

의회보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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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년층 유출의 원인과 대구시 대응방안  20 ~ 30대 청년유출 사유 중 20대는 첫
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 목적으로 서
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이 지속적 증가, 순
유출 비율 가장 높은 서울(64%) 유출청년
주민등록 전출 사유는 20대는 직업, 교육
순, 30대는 직업, 가족, 주택 순임.
 대응방안으로 첫째, 출향 청년 유입 지원
‘청년귀환프로젝트’ 추진
 둘째, 역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 추진
 셋째, 지역 내 거주 청년 대구정착 위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넷째, 혁신인재양성과 인재 지역정착 위한
2019년부터 지역대학-산업계-市가 상
호 연계, 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인 휴스타
(HuStar)사업 추진
 다섯째, 지역사회 주체별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노력을 통한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한 ‘청년희망공동체’ 조성
ㆍ인구감소 가속화에 대비한 대구시의 중･  자연적 감소를 막기 위한 첫째, 결혼과 출
장기 대응방안은?
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최소화 여건 조성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지원 확
대 핵심, 영유아 전방위돌봄체계 구축, 누
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이를 믿고 맡
기는 서비스 제공
 셋째,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 변화
유인, 근로자 육아부담해소, 공평한 육아
분담 사회분위기 조성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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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
 둘째, 산업단지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혁
신계획’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지원, 교육연계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셋째, 청년임대주택사업 및 직장 근거리 국
공유지에 청년행복주택 공급 확대, 대학
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넷째, 대구의 깨끗한 환경, 정주여건의 강
점 브랜드화, 연중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
츠 개발 등 장기적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

ㆍ정책방향개선과 전문가 영입 등 인구정  타 시･도에 앞서 조례 제정 (’18. 8) 및 인구
책 관리능력의 강화 필요성은?
관련 행정조직 지속 보강
* 청년정책과 (’17. 1), 출산보육과 (’19. 1),
미래인구정책팀 (’19. 7)
 인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조정
회의’ 적극 활용, 폭넓은 의견 수렴, 연구지
원기관과 인구관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등 방향 개선, 핵심 사업 압축적
추진,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ㆍ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관련 전시민 대상 계층
인식개선사업은?
별･대상별 인식 개선교육 실시 중
 대구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홍보물
다이어리 노트형 제작･배포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
하는 언론매체(라디오)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인구 증대가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점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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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함, 출산･육아･일자리･주거･교육 등 모
든 정책 연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정책관리 노력 집중

이시복
의원

□ 코로나19대응에 사용한 예산 및 기
금의 향후 운용계획 수립 및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
화 촉구
ㆍ코로나19 회복에 사용한 신청사 건립  긴급 투입된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에 대
기금 회수 계획은?
한 확보계획은,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시점
이 2023년이므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당초 적립액 200억원에 100억원을 더해
매년 300억원씩 적립하겠음.
 2023년부터 2024년에는 엑스코 제2전시
장 건립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정
비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2022년에 마무리
되므로 가용 재원이 더 확보될 것임. 이 시
기에는 매년 400억원씩 추가 적립하겠음.
ㆍ신청사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위기 극
안 등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은?
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시
의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는 등 도저히 세수
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사업시기를 1년 정
도 연장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
 그러나 현재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당초 계
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림.
ㆍ문화관광분야의 예산경정이 큰데, 예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문화예술분야
크게 삭감된 사업들의 향후 관리방안은? 의 공연･전시･축제 및 관광대책 등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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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은 15건
69억원, 보조사업 일괄30% 감액 등 축소
된 사업은 135건 136억원임.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활용되었으며, 2월 19일부
터 모든 행사가 취소･연기된 지역 문화예
술분야에 대해 예술단체 특별지원(단체당
1백만원) 총 16억 7천7백만원을 지원하였
고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76억 8천 9백만
원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또한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존
자금 지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
로 총 7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여행
업･관광숙박업종에 대해 6월 중 긴급지원
(업체당 1백만원) 및 의료진 숙소로 제공된
관광호텔에 대한 위생물품 지원 등을 계획
하고 있음.
대구오페라축제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
벌 등 하반기에 계획 중인 문화예술행사는
역외 예술인 초청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
역 예술가와 예술 단체 중심으로 개최하
여, 지역 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지
역 창작 환경의 보호･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치유에 집중 사용예정임.
올해 축소되거나 시행하지 못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들은 내년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부
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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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향후 코로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비하여 환자치
19 대응 예산의 확보 방안은?
료를 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진
단검사,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품 확충
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
토하고 있음.
 아울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
금의 효과가 사라지는 9･10월경에 기업 금
융지원과 2차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이 불가
피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행사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이월 예
상사업 조정과 공공분야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

안경은
의원

□ 동구 안심지역 도시계획･교통･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
ㆍ안심지역 일반공업지역 변경 여부 및  과거에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을
발전방향 제시 계획은?
先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지가상승, 수익성
악화 등 개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의 先 변경은 원칙
적으로 지양하되,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과
같이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
고 있음.
 안심지역에 대하여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
획에서 성장유도거점으로 설정하고 “첨단
의료 산업거점”을 장기발전방향으로 제시
 그동안 이러한 장기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율하첨단산업단지 조
성 및 민간제안에 따라 용계동 도시개발사
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음.
 따라서 본 지역도 앞으로 주민제안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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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기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을 동반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ㆍ동구 안심지역 도로건설 계획과 이를  율하교 동편 네거리 입체화 사업은 범안로
통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와 반야월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입체화(지하차도) 사업시 29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부 국비(100억) 확보를
위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21~’25)｣에 사업구간 지정 신청함.
 금호강변도로 건설 사업은 국도4호선 및
안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K2 및
대구국제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공항교에서 안심
교까지 계획(차로수 4차로, 연장 10.7km,
사업비 8,800억원)중으로 ｢제4차 대도시
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1~’25)｣에
사업구간 지정신청 하였으며, 자체 타당성
분석결과 전구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
우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신공항 이
전에 따른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사
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ㆍ신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서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혁신클러스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 계획은?
터용지,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공
원･녹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중 상업･업무용지 비율은 3.8%로
타 지역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
으로 판단됨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공동주택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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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등은 완료 되었으나 상가의
경우 상당수 공실이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상권 활성화 등 정주
여건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
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도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 혁신도시 개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극 변경 검토
하겠음.

ㆍ신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동구 혁신도시를 포함한 율하･안심지역 고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등학교 신입생 수가 2020년 현재 1,256명
으로 2010년 대비 48.9%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 인근에는 강동고, 동부고, 정동
고 3개의 일반고가 있으며, 3개 학교 평균
급평이 25명, 유휴교실이 13실로 배치시
설에 여유가 있음.
 고등학교는 일정한 통학구역 단위로 배정
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
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희망, 지역별 배정
여건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구 전역
및 광역학군(1학군･2학군)으로 학생을 배
정하고 있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율
하･안심지역 고등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있
으며,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일반
고 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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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과 감염병 추가 확산사태 방
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答辯要旨

ㆍ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비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법｣과 재난안
상대응본부 2개 조직이 운영되는 이유 전 운영매뉴얼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와 향후 재난대응조직 운영계획은?
를 구성･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로 격상됨에 따라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왔음.
 이번에 임시로 운영한 비상대응본부는 감
염병전문가, 의사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 간부가 확진자 발생 상황, 검사상황, 고
위험군 비상대책 등 향후 대응방향을 신속
하게 협의, 결정하는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
되어, 법적 공식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족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자 한 것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대응본부에서 방
향을 잡고 논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
는데 주력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에 효율
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음.
 향후, 감염병 재유행이 있을 경우 대구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본부 4단 25
개반,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으로 조직 보
강･운영 할 계획이며, 이는 대규모 재유행
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
감염병 비상 대응관리,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민생경제 지원을 체계적이
고 유기적으로 설계하였음.
ㆍ중앙부처에서 교부한 각종 대책비의 집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평소 지방자치단체
행지연 원인과 방지대책은?
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어 사전에 교부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부 즉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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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능하나, 코로나19 대응 같은 비상시에
는 신청이 없이 교부되어 부서별 수요 파악
및 배정액 조정을 거쳐 별도의 교부 및 집
행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
 행안부로부터 집행철저 공문을 받은 것은
대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17개 시･도
동시 발송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전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음.
 재난대책비의 경우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경제회복
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3개 분야로 배분되
어, 자금의 특성상 계획수립과 집행시기가
다를 수 밖에 없음.
 현재의 예산 집행 절차나 시스템이 급박한
상황을 다소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함은 있
어, 이점을 개선하여 재난 시 예산집행이 보
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ㆍ2016년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시 제  지역의 공공의료분야 교수, 공공의료기관장,
안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검토 전문질환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
결과는?
의료기관 협의체에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16.11.),
 의료인프라 및 이용실태, 지방재정 등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제2대구의료원 신
축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의
전문질환센터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
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도 주요 대도시에
비교하여 많은 편이고, 대구의료원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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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병상 가동율이 80.2%로 포화상태가 아
니며, 의료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환자
도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가깝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가 가능함.
 따라서, 건립비,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제2의료원 설립보다는 대구의료원의 시
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
간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ㆍ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공공의료  감염병 환자 대량발생 시 대구의료원은 지
기관으로써 대구의료원의 기능은?
역에서 제일 먼저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
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비상체
제로 전환하며, 특히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와상, 치매, 정신질환자 등을 적극
치료하는 등 우리시 감염병 대응 최일선 공
공의료기관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함.
 메르스 이후 우리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음압병상 확충사업을 통해 대구의
료원 10병실에 25병상으로 확충하였으
며,(’18. 6월),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이
동형 음압기를 설치하여 355병상까지 음
압병상을 확보하였으나, 환자 급증 시 민
간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ㆍ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병상 및  이번 코로나19 대응 시 나타난 문제점을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은?
분석 후 재 유행 시는 외부자원 없이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코로나
19 2차 재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음.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은 언제든지 환
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245병상(대구의료
원 100, 대구동산병원 145)을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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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2차 유행 징후가 포착될 때에는 즉
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11개소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11개 감염병전담
병원에 2,000병상, 중앙교육연수원을 비
롯한 지역 내 대학기숙사를 활용한 9개 생
활치료센터에 3,486실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음.
 앞으로 지역의 병상자원 활용에 있어서 지
속적으로 병원, 유관기관 등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
한 준비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홍인표
의원

□ IB교육 도입배경과 운영의 문제점 제
시 및 개선방안
ㆍIB 교육 도입배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실수업개선 노력의 결과로 역량이 강화
의견은?
된 교사들이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
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 및
도구로서 IB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인식,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루
어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 현실
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함.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미
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 교육 제공의
가능성에서 IB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은 우
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교육
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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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ㆍIBDP 이수 학생이 대학진학에서의 불  IBDP 이수 학생들은 현재 수능 최저 등급
리한 것은 아닌지?
을 요구하지 않는 수시전형으로 국내대학
에 진학할 수 있으며, 디플로마 점수를 활
용하여 해외대학도 진학이 가능함. 다만,
IB의 외부평가 일정이 수능시기와 겹치므
로, 수능시험에는 응시하기 어려움.
ㆍIB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대한 공적 재  후보학교 연회비 SGD 10,130(약 870만원),
원 투여의 정당성 및 재원 충당의 지속 인증학교 연회비 SGD 13,865(약1,190만
가능성은?
원), DP 수업교사의 IB 워크숍참가비(1인
약 50~90만원)
 현재 추진중인 한국어화 과목(수학, 역사,
생명과학, 화학)은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으로 먼저 선정
한 것이며, 일단 한국어화 된 과목은 IB학
교라면 언제든지 선택하여 수업 가능함.
 DLDP프로그램 최초 운영(예정) 시기는
2022년이며, 3개교가 운영 예정이며, 이
후 매년 1개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PYP, MYP의 경우 현재 6개교가 IB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며, 매년 5개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현재 IB 관심･후보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
의 예산은 학교당 3~6천만원이며, 이는
수업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교육청 지
원 타 사업에 투입되는 경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고,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교육활
동, 수업과 평가 등을 위한 교사연수 경비
로 쓰여 지고 있음. 교사연수는 IB 프로그
램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꾸
준히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임. IB 프로그
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사
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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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현황

■ 총괄
• 발언의원수 : 23명
• 발언건수 : 45건

■ 회기별 5분자유발언 현황
계

제268회
임시회

제269회
정례회

제270회
임시회

제271회
정례회

제272회
임시회

제273회
임시회

제274회
임시회

제275회
정례회

45

10

8

6

9

-

-

4

8

■ 5분자유발언 의원 및 발언제목
회

기

제268회
임시회

제269회
임시회

390

발언의원

발 언 제 목

김병태

ㆍ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 환경개선 촉구

송영헌

ㆍ불법화물주차 단속과 계명대네거리 환승주차장 건설 촉구

정천락

ㆍ대구광역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임태상

ㆍ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이태손

ㆍ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배치 촉구

박갑상

ㆍ국비확보와 연계한 생활SOC 공모사업 정책제안

김태원

ㆍ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 촉구

홍인표

ㆍ실효성 있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이진련

ㆍ대구시의 합리적 인사행정 촉구

황순자

ㆍ유휴파출소를 활용한 생활문화거점 조성 제안

황순자

ㆍ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이시복

ㆍ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김성태

ㆍ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Daegu Metropolitan Council

5분 자유발언 현황

회

기

제269회
임시회

제270회
임시회

제271회
정례회

제274회
임시회

제275회
정례회

발언의원

발 언 제 목

이태손

ㆍ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 촉구

하병문

ㆍ부족한 주차장 문제점 지적과 개선대책 촉구

박갑상

ㆍ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촉구

강민구

ㆍ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촉구

김지만

ㆍ대구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다각화 제안

김원규

ㆍ정비사업 보상 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 제도 보완

이영애

ㆍ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황순자

ㆍ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 촉구

김혜정

ㆍ팔거천, 친환경 여가명소로 거듭나게 하자!

이진련

ㆍ관피아, 낙하산 인사논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민구

ㆍ대구의 이야기가 문화･관광의 경쟁력이다

강민구

ㆍ대구 봉제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영애

ㆍ개구리소년 위령비를 건립하여 유가족과 대구시민을 위로하자

김태원

ㆍ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촉구

하병문

ㆍ대구의 섬, 금호강 하중도의 관광자원화 및 국가정원지정 추진 촉구

송영헌

ㆍ심각한 성서지역 악취문제 해결 촉구

김대현

ㆍ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 촉구

이진련

ㆍ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제안

김재우

ㆍ치맥축제의 성공을 똥맥축제와 수제맥주축제로 확장하자

황순자

ㆍ대구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황순자

ㆍ자전거 전용도로망 확대 구축과 공유자전거 확충 관련 촉구

강성환

ㆍ대구산업선 철도노선 변경과 신설역사 설치 관련 촉구

윤영애

ㆍ대구시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감염병 2차확산 대비를 위한 제언

이진련

ㆍ코로나19 관련 대구시정

하병문

ㆍ포스트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이영애

ㆍ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 관광업계 지원 필요

강민구

ㆍ택시전액관리제 허점과 플랫폼 택시의 독점 우려

박우근

ㆍ상수원수의 질적 차이에 따른 수돗물 요금 차등 부과 제안

김성태

ㆍ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촉구

이태손

ㆍ아동 대상 우유 무상급식 촉구

황순자

ㆍ파독 광부 및 간호사 예우에 관한 정책적 관심 촉구

이진련

ㆍ대구시의 공직기강 점검과 책임있는 행정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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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2019.7.1~2020.6.30)
구 분

접

수

처리완료

소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98

130

68

123

40

93

69

24

62

10

5분자유발언

47

33

14

33

12

시정질문

24

12

12

12

9

기

34

16

18

16

9

계
조

례

타

비 고

■ 토론회･세미나 등 연찬활동
☞ 추진실적(2019년)
-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19.7.11)
-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19.9.25)

☞ 추진실적(2020) : 없음
-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미개최

■ 의회방청 및 참관현황(2019.7.1.~2020.6.30.)

392

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65

12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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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 국제교류 협력(2019.7.1.~2020.6.30.)
기 간

출장국

인원

의원명

출장목적

19.6.30.∼7.5.
(6일)

프랑스
(릴, 파리)

1

배지숙

프랑스자매도시연합 초청 프랑스 자자체
포럼 참가(릴시/릴메트로폴 우호협력 교류
추진 협의 등)

19.8.1.∼8.9.
(9일)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

배지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광역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19.8.7.～8.16.
(10일)

멕시코,
쿠바

1

이만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주관
중남미 선진사례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

19.8.22.～8.27.
(6일)

중국

6

이영애, 이시복,
김규학, 김태원,
강민구, 김재우

의료분야, 관광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의료정책 및 관광정책 방향 수립

19.8.26.～8.31.
(6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

박갑상, 김성태,
김원규, 황순자,
김대현

도시개발 전략 사례 자료수집 및 대구도시
철도공사 해외진출사업 역량강화 방안
모색

19.9.29.～10.4.
(6일)

태국, 대만

3

하병문, 이태손,
장상수

경제환경 관련 국외 선진현장 시찰 및 연
구･분석을 통한 우수정책 발굴 등
대구(대표)도서관 및 대구기록원 건립에
따른 외국 선진도서관과 기록원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19.10.1.～10.7.
(7일)

스페인

7

임태상, 윤영애,
김혜정, 이만규,
정천락, 김지만,
전경원

19.10.10.～10.12.
(3일)

베트남
(다낭)

3

배지숙, 장상수,
김성태

대구･다낭 우호도시체결 15주년 기념행
사 참석

19.12.26.～12.29.
(4일)

베트남
(하노이)

1

배지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20.1.6.～1.13.
(8일)

미국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1

배지숙

2020 CES 대구(경북)공동관 운영 및
참관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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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출장국

인원

의원명

출장목적

20.1.8.～1.16.
(9일)

미국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5

하병문,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장상수

미래산업 발전방향 모색과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방안 연구

문화복지분야 국외 선진현장 시찰 및 연구
분석을 통한 우수정책 발굴

20.1.9.～1.16.
(8일)

스페인

5

이영애, 이시복,
김규학, 김태원,
강민구

20.1.28.～2.5.
(9일)

미국, 캐나다

5

윤영애, 김혜정,
이만규, 정천락,
김지만

기획행정분야 국외 선진현장 시찰 및 벤치
마킹을 통한 우수정책 발굴

20.1.28.～2.5.
(9일)

미국, 캐나다

5

박우근, 전경원,
강성환, 송영헌,
이진련

교육분야 국외 선진현장 시찰 및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정책 발굴

20.1.30.～2.6.
(8일)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4

김대현, 김성태,
김원규, 황순자

건설교통분야 국외 선진현장 시찰 및 벤치
마킹을 통한 우수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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