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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보」 제14집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어렵고 힘든 서민 대중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공부모임,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선심성 행정의 문제점과 무분별한 정책사업과 잘못된
수요예측을 통한 시행착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구 시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는 의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21년이 됩니다. 중앙정부는 말로는 동반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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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주 재원 고갈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여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특히 2000년도 이후 급격히 늘어난 복지 업무만 보더라도 결정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서 부담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안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지방분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이양받아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1년간의 의정활동이 담긴 「의회보」 제14집 발간을 위해 각계 전문
분야에서 좋은 고견과 글을 주신 분들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 화 자

제14집 의회보 I 5

축사

「議會報」제14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펼친 의정활동
성과를 모아 「議會報」 제14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26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오신 김화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의회가 대구발전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지역경제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정부 및 지자체의 핵심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에는
5개 기관이 건설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금년 말 기반공사가 완공되는
등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의 세계적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우리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5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활발한 기업유치 노력의 결실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생산업체인 미국의 Stion社와 성서5차단지에 사상 최대규모의 외자를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20년 만에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범국민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가고 싶은 대구, 보고 싶은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동고동락」과 「승승장구」를 화두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대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과 「議會報」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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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議會報」
제14집 발간을 축하하며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대구 발전 방향을
담은 「議會報」제1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議會報」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로 열린 선진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간행물입니다.
「議會報」제14집이 대구 발전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활동이 시민 모두에게 알려져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투철한 의지와 지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교실변화로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구교육 현장 곳곳에서 생명의 소리, 희망의 노래가 울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의 대구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이 새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교육도시 대구’ 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풍토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과 「議會報」제14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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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

망우공원에가면
공 영 구 (시인·대구문인협회장)

한반도동남쪽달구벌옛터
순박하고정많은무뚝뚝한얼굴들
금호강에발담그고멀리팔공산바라본다
영남제일관말갛게얼굴씻고싱긋웃는다
따스한햇살넘치는망우공원에는
홍의장군군마의기백과요란한의병들함성
독립위해몸바친영혼의보금자리
기념탑높이솟아대구기상지 운다
마음의문활짝열고서로서로미소짓고
바람없는달구벌에서두둥실춤을춘다
고모령형제봉바라보는
저무성한잎사귀품은목련나무
남풍에도북풍에도가슴을열자
날뫼춤시나위에신명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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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실덩실어깨춤추며정을나누자
눈빛마주보며둥굴게더둥굴게
왼발먼저꿍꿍두손들고을쑥
오른발들고고개돌려동쪽하늘바라본다
망우공원에가면
한눈에대구가보인다
대구사람들얼굴이다보인다
살아서꿈틀대는대구뚝심보인다
활기차고싱싱한내일의대구도보인다

공영구
•경북 영천 출생
•<우리문학>추천등단 <심상>신인상
•1997년 민족문학상 수상
•시집 : <엄마의 땅> <여자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늘 하루>
•문집 : 방앗간집 아이들 1 . 2집
•대구 경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함
•현재 대구문인협회장

제14집 의회보 I 9

사진

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2012. 4. 26)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에서는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확대의장단 회의(2012. 1. 18)
제202회 임시회에서 신임의장단 선출(2012.1.10)후 확대의장단(의장 김화자)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도 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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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2012. 3. 19)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와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의원 연찬회(2012. 6. 4 ~ 6. 5)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에서는 6.4-6.5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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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으로 보는 의정활동

정당 및 국회내 지방분권 기구설치 촉구결의(2012. 3. 21)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 및 국회내 지방분권 기구설치 촉구결의안을
가결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2012. 5. 11)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는 2012.5.11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10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3명)을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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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2012. 5. 14)
대구광역시의회는 시의회 회의실에서 동대구역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2011. 7. 8)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송세달 운영위원장 사회로 ‘지방의회 운영의 회고를 통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제14집 의회보 I 13

사진

으로 보는 의정활동

학교폭력근절 및 자살예방 세미나(2012. 1. 16)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교폭력근절 및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지사 내방(2012. 2. 20)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 및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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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내방(2012. 5. 25)
허광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양도시 시의회간의 상호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2012. 1. 17)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는 설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확대의장단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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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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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회장단 체험학습(2011. 10. 10)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학생회장단 60명이 정치현장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였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방청(2012. 6. 26)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에서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을 의결하였으며, 대구서평초등학교 학생 26명이 현장체험의 학습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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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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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으로 보는 의정활동

행정자치위원회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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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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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으로 보는 의정활동

경제교통위원회

도시철도3호선 건설공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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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위원회

수성로 확장공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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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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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어마을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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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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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대구스타디움 현장방문
24 I 대구광역시의회

>ce^XijgZhXdjcX^aVXi^k^i^Zh

영남권 통합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

부산시의회, 영화의전당, 시립미술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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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金

花

子

선 거 구 명

중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44. 6. 24

주
소
전
화
E-mail

중구 남산2동 130-2 솔라맨션 902호
사:803-5035
FAX:427-5655
khwaja@naver.com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건축사 사무소 세명건축, 대표 건축사
•경북여고,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도시계획 석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계획 공동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의회 3, 4대의원, 4대 전반기부의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현)

宋

世

達

선 거 구 명

중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3. 5. 28

주
소
전
화
E-mail

중구 남산4동 보성황실 109동 1701호
사:803-5010
자:257-6353
ssdalno1@hanmail.net

FAX:80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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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학
및
경

력

성

명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영남이공대학 겸임교수(현), 대구광역시 체육회 이사
•대구광역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지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위원(현)

李

潤

遠

선 거 구 명

동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44. 7. 22

주
소
전
화
E-mail
홈 페 이 지

동구 신암동 622 보성아파트 2동 501호
사:803-5092
자:959-3326
FAX:803-5134
yoonwlee@hanmail.net

력

학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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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 대건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중퇴
•동구청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국채보상기념사업회 이사,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개발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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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權

奇

一

선 거 구 명

동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4. 11. 5

주
소
전
화
E-mail

동구 효목동 337 태왕메트로시티 108동 1310호
사:803-5012
자:428-2646
kgiil@hanmail.net
www.kwon00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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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및

경

력

성

명

•삼덕초등학교, 사대부속중, 덕원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영대학원(회계학) 졸업
•제16, 17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개발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초대의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鄭

海

容

선 거 구 명

동구 3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71. 5. 27

주
소
전
화
E-mail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1차 102동 1206호
사:803-5036
자:983-7184
FAX:803-5132
80talk@naver.com
http://blog.naver.com.80talk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국회정책연구위원(4급 상당)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TF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직능부장, 조직부장
•민주자유당(한나라당) 공채4기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부위원장, 건설환경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都

在

俊

선 거 구 명

동구 4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0. 12. 5

주
소
전
화
E-mail
홈 페 이 지

동구 각산동 377-15
사:803-5092
자:962-0541
kf1922@daum.net

력

학
및
경

력

FAX:961-9907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3대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동구장애인지회 운영위원장 및 고문
•반야월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및 고문
•반야월새마을금고 이사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교육사회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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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金

義

植

선 거 구 명

서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5. 6. 29

주
소
전
화
E-mail

서구 평리동 1526-26 4층
사:803-5094 자:558-2228
kaya1139@yahoo.co.kr

FAX:562-0445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경일대학교 도시정보 지적과 졸업
•달서초등 운영위원장, 신흥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민주화보존협의회 이사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위 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

李

在

和

선 거 구 명

서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6. 4. 9

주
소
전
화
E-mail

서구 비산7동 1869 명품빌라 B동 101호
사:803-5033
L-jaeh@hanmail.net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대구한의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지도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역임
•JCI대구여자회장 역임, (주)에이원 대표이사(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洪

彰

晧

생 년 월 일

1962. 7. 28

주
소
전
화
E-mail
홈 페 이 지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사:803-5061
hch1801@hanmail.net

력

학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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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명

남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제17대 새누리당 대선경선 박근혜 후보 특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윈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9ekdY_behiFhe\_b[

성

명

李

宰

寧

생 년 월 일

1958. 11. 11

주
소
전
화
E-mail

남구 대명9동 526-35
사:803-5094
jaen-l@hanmail.net

선 거 구 명

남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대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및 대구광역시회 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경제살리기 위원회 위원
•한국-헝가리협회 회장(현)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현)
•계명문화대학 초빙교수(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현)

張

景

勳

선 거 구 명

북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45. 8. 3

주
소
전
화
E-mail

북구 칠성2가 302-325
사:803-5065
자:424-4329
FAX:803-5134
KHJ4583@yahoo.co.kr
http://www.cyworld.com/okbukgu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칠성초등, 대건중·고등학교졸업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칠성종합시장 발전위원회 위원장
•북구의회 초대의원 및 2대 전반기 부의장, 3대 전반기 의장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경제교통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제교통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崔

吉

永

선 거 구 명

북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2. 9. 10

주
소
전
화
E-mail
홈 페 이 지

북구 동북로 163, 109/304(산격동, 대우APT)
사:803-5075
자:384-0055
FAX:803-5132
cky0910@hanmail.net

력

학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시민예술대학학장, 수성구 평생교육원 원장
•새누리당 전국위원,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민족통일대구시협의회 자문위원(현)
•자연보호대구시협의회 자문위원(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현),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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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李

在

術

선 거 구 명

북구 3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1. 4. 29

주
전

북구 서변동 1002-2
사:803-5003
자:951-1424
jslee1424@hanmail.net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대, 3대 의원
•새마을문고 중앙회 북구지회장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제5대 행정자치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현)

金

圭

學

선 거 구 명

북구 4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4. 1. 31

주
소
전
화
E-mail

북구 읍내동 1293-8
사:803-5031
me21c2001@yahoo.co.kr
kimgh.co.kr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경북대 정치학 박사과정수료, 대구한의대 노인의료복지학 박사과정
•대구경북 제18대 한국방송대학교 총학생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대구북구의회의원(도시건설위원장) 역임
•대구보건대학 겸임교수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현)

鄭

順

天

선 거 구 명

수성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1. 2. 2

주
전

수성구 황금1동 경남타운 8동 201호
사:803-5060
자:751-8018
cs0920@paran.com
www.js1000.co.kr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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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803-5109

FAX:803-5132

•경북대 석사(사회복지전공), 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박사과정) 재학
•법무부 범죄예방 대구·경북협의회 보호관찰분과 부위원장(현)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석장애인 스포츠센터 소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9ekdY_behiFhe\_b[

성

명

吳

徹

煥

선 거 구 명

수성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8. 11. 2

주
전

수성구 시지동 509 노변동서우방 103/406
사:803-5074
hwanyoh@naver.com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화니콤 대표
•신영증권(주)
•현대제철(주) 기획실
•경일대학교 겸임교수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위원(현)
•제6대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李

聖

秀

선 거 구 명

수성구 3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49. 5. 15

주
소
전
화
E-mail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0 (상동 1-1번지)
사:803-5073 휴:010-8584-8000 자:762-7700 FAX:762-7768
lss1588@korea.com
이성수.com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경산대학교,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 역임
•CNG그린코아(주) 대표이사(현)
•제1대, 2대, 3대, 6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현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

李

東

熙

선 거 구 명

수성구 4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3. 9.30

주
전

수성구 지산1동 1270 지산청구103동 1601호
사:803-5064
자:783-0927
FAX:803-5134
dkldh@hanmail.net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공학박사)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범안로민자도로운영실태조사특위 위원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위 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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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朴

敦

圭

선 거 구 명

달서구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3. 9. 13

주
전

달서구 용산서로 9 201동 1802호(용산동, 세광그린빌)
사:803-5034 휴:010-3008-3367 FAX:803-5130
21cpdk@hanmail.net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f_code=1081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경북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효성그룹 기획·관리·판매부 부장(20년)
•제16대, 17대 국회의원보좌관
•달서구의회 운영·사회도시위원, 복지환경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운영위원, 경제교통위원
•영진전문대학 겸임교수(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현)

許

萬

鎭

선 거 구 명

달서구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2. 6. 24

주
소
전
화
E-mail

달서구 이곡동 1308-1 성서2차서한타운 102동 906호
사:803-5125 휴:010-9388-2525 FAX:803-5129
heomanjin@nate.com

홈 페 이 지

•성서농협 수석이사(전)
력

학
및
경

력

•이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전)
•LG전자(LG그룹 공채) 대구지사장(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신당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성

명

姜

再

馨

선 거 구 명

달서구 3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1. 5. 12

주
전

달서구 조암남로 16길20(월성동) 코오롱하늘채 202동 1606호
사:803-5034 FAX:803-5134
kangjh51@naver.com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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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장,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장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 대구보건대학 겸임교수
•대구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추모사업위원회 위원
•경북대학교 BK21 기후변화환경에너지연구외부진단평가단장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환경공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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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朴

相

台

선 거 구 명

달서구 4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9. 10. 5

주
전

달서구 상인동 상인e편한세상 203동 2505호
사:803-5062
pst6099@naver.com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현)
•달서구 청년회의소 회장 및 생활체육회 회장(역임)
•달서구 인재육성재단 감사(현)
•대한불교조계종임휴사 신도회 회장(현)
•달서구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위원(역임)
•제6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현)

金

元

久

선 거 구 명

달서구 5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9. 5. 24

주
소
전
화
E-mail

달서구 감삼동 287-57번지 성당코오롱하늘채 105-2001
사:803-5011
okwgk@hanmail.net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대구경실련집행위원장
•남대구세정협의회장
•공인회계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裵

智

淑

선 거 구 명

달서구 6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8. 4. 9

주
전

달서구 송현동 906 송현우방하이츠 111동 501호
사:803-5096
catarinajh@hanmail.net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석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 여성협의회 회장
•민주시민교육센터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이사·서기이사
•제6대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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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金

大

聖

선 거 구 명

달성군 1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58. 8. 9

주
전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6-8
H·P:010-3810-9337
사:587-8496 FAX:588-5645
tgart3@hanmail.net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새누리당 제17대 대통령 경선후보 박근혜 직능특별보좌역
•새누리당 대구시당 운영 부위원장(전)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다사초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 자문위원
•17대 대통령선거 대구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새누리당 대구시당 정치대학원 1기 회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朴

成

泰

선 거 구 명

달성군 2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63. 5. 16

주
소
전
화
E-mail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2길 12, 101동 706호(평광행복타운)
사:803-5032/615-6100 자:614-0069 FAX:803-5134
mccm-pst@hanmail.net
www.pst21.or.kr

홈 페 이 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성균관대 정외과,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졸, 고려대 정책대학원 수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부의장, 대구광역시기업유치위원(현)
•대구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현)
•북동중학교 운영위원장(현)
•대구광역시 중소상공인협회 자문위원(현)
•제3·4대 대구광역시의회 예결, 운영위원장, 부의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의원연구단체「희망과미래」회장

申

鉉

子

선 거 구 명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새누리당

생 년 월 일

1944. 8. 25

주
전

동구 신천3동 현대하이패리온 101동 1301호
사:803-5062
shj777@gmail.com

소
화

E-mail
홈 페 이 지

력

학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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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동구부회장
•새누리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총동창회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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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尹

碩

晙

선거구명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8. 8. 10

주
전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2차 102동 803호
사:803-5126
ysj2003@naver.com

소
화

E-mail
홈페이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한나라당 대구시당 행복추진단 부본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
•한나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국JC 회원관리위원장
•대구JC 내무부회장, 대구 수성JC 회장
•제6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현)

尹

聖

雅

생년월일

1977. 12. 29

주
소
전
화
E-mail

동구 신암3동 225-10
사:803-5095
sonia1229@naver.com

선거구명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홈페이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현)
•한국관광산업학회 이사(현)
•(전)대경대학교 전임강사, (전)경북대학병원 영양사
•숙명여자 대학교 한국전통음식전과정 수료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한국 국제요리 경연대회 금상 수상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金

敬

植

선거구명

교육의원 1

소속정당

교육의원

생년월일

1948. 1. 5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서구 내당4동 광장타운 106동 807호
H·P:011-517-4815
사:803-5127
kgs9394@edunavi.kr

력

학
및
경

력

FAX:803-5129

•안계중·고등학교 졸, 안동교육대학 졸
•대구교육대학교 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
•의성석탑·구천·안계초 교사
•대구산격·평리·경운·이현·신흥·성서·북비산·중리초교사
•대구용산·장동·성서초 교감
•대구신서·인지초 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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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성

명

崔

炳

旭

선거구명

교육의원 2

소속정당

교육의원

생년월일

1936. 7. 26

주
전

동구 효목1동 182-7
H·P:011-812-6284
사:941-6284
chbw36@hanmail.net

소
화

E-mail
홈페이지

력

학
및
경

력

성

명

•대구죽전·대산초교 교장, 대구대봉초교 교감
•한국도덕윤리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구교도소교육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제9기 고문
•대한초능력학회 섭외이사, 영남일보 CEO 아카테미 4기자문위원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회원(현), 재구안동향우회 부회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의원(현)

蔣

湜

煥

생년월일

1939. 5. 7

주
소
전
화
E-mail

북구 산격3동 1239-6
사:803-5120
shjang@yjc.ac.kr
shjang.co.kr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FAX:803-5129

선거구명

교육의원 3

소속정당

교육의원

•영진전문대학 교수
•모량초등학교, 대구영신초등학교 교사
•성일여자 중·고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문인협회 부지부장, 대구시조시인협회 회장
•대구광역시 제5대 교육위원회 의장
•대구교육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현)

南

廷

達

선거구명

교육의원 4

소속정당

교육의원

생년월일

1943. 10. 14

주
소
전
화
E-mail

동구 안심로 41길 46, 301호(팔공스카이빌)
사:803-5123
자:964-1127
daeguyouth@hanmail.net

홈페이지

력

학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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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중·고, 대명여중, 경운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장학사
•대구서부여자중학교, 성당중학교, 경혜여자중학교 교감
•대구 지산중학교 교장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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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거구 현황

선거구

의원명

선거구역

1

김화자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2

송세달

성내2~3동, 대신동, 남산2~4동

1

이윤원

신암1~5동

2

권기일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

3

정해용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4

도재준

해안동, 안심1~2동, 안심3·4동

1

김의식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6동, 상중이동

2

이재화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1

홍창호

이천동, 봉덕1~3동, 대명2동, 대명5동

2

이재녕

대명1동, 대명3~4동, 대명6동,
대명9~11동

1

장경훈

고성동, 칠성동, 침산1~3동, 노원1·2가동
노원3가동

2

최길영

산격1~4동, 대현1동, 대현2동

3

이재술

복현1~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4

김규학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관음동, 태전1동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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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거구 현황

선거구

의원명

선거구역

1

정순천

범어1~4동, 만촌1동, 황금1~2동

2

오철환

만촌2~3동, 고산1~3동

3

이성수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4

이동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1

박돈규

죽전동, 장기동, 용산1~2동

2

허만진

이곡1~2동, 신당동

3

강재형

월성1~2동, 진천동

4

박상태

상인1~3동, 도원동

5

김원구

성당1~2동, 감삼동, 두류1~3동

6

배지숙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1

김대성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2

박성태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신현자

새누리당

윤석준

새누리당

윤성아

새누리당

1

김경식

중구, 서구, 남구

2

최병욱

동구

3

장식환

북구

4

남정달

달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교육의원

5

수성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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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연혁 및 조직
연

혁

'/+($ *$ (+

제1대 대구시의회 의원선거(6개 선거구, 의원 29명)

'/+,$ .$ .

제2대 대구시의회 의원선거(6개 선거구, 의원 23명)

'/,&$'($ '/ 제3대 대구시의회 의원선거(6개 선거구, 의원 24명)
'/,'$ +$ ',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 ,$ (&

제1대 대구직할시의회 의원선거(28개 선거구, 의원 28명)

'//'$ -$ .

제1대 대구직할시의회 개원(4개 상임위원회)

'//($ ($ (&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분리(5개 상임위원회)

'//)$ -$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 '

대구직할시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명칭변경

'//+$ )$ '

경상북도 달성군 편입(31개 선거구, 의원 31명)

'//+$ ,$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41명 : 지역 37명, 비 4명)

'//+$ -$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9명 : 지역 26명, 비 3명)

'//.$ -$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 -$ )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7명 : 지역 24명, 비 3명)

(&&($ -$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 -$ (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9명 : 지역 26명, 비 3명)

(&&,$ -$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 -$ *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34명 : 지역 26명, 비례 3명, 교육의원 5명)

(&'&$ -$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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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2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한 26명의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3명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하여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규(’10.9.3)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주문희 의원의 당선무효(’11.5.13)로
윤성아(’11.5.19)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또한 김덕란 의원의 사직(’11.7.8)으로 공석이 된 수성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
(’11.10.26)에서 이성수 의원이 당선되었고, 도이환 의원과 양명모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각각 의원직을 사직(’12.1.9 / ’11.12.23)하였다. 그 결과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최길영 의원(북구 제2선거구), 허만진 의원(달서구
제2선거구)이 당선되었다.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단 선출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주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와 최종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해 6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의 장
김화자
부의장
이재술

부의장
이윤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부위원장 김대성
위 원 김원구
위 원 배지숙
위 원 오철환
위 원 홍창호
위 원 김규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부위원장 김원구
위 원 윤성아
위 원 이윤원
위 원 이재술
위 원 이성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부위원장 배지숙
위 원 박상태
위 원 이재녕
위 원 이재화
위 원 도재준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부위원장 오철환
위 원 최길영
위 원 정해용
위 원 권기일
위 원 박성태

특별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순천
부위원장 홍창호
위 원 김대성
위 원 허만진
위 원 강재형
위 원 장경훈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부위원장 김규학
위 원 윤석준
위 원 김경식
위 원 남정달
위 원 최병욱
위 원 송세달
위 원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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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위원수

소

관

7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감사관, 대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6

•첨단의료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위원회

6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건설환경위원회

6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8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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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구성회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윤리
특별위원회

제190회 제1차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제190회 제1차

영남권통합
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공사공단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정례회

정례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99회
임시회

제199회
임시회

활동기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2011.11.10
~
2012.11.9

김원구

오철환

이윤원 배지숙 박성태
장경훈 홍창호 김경식
정해용 이재화 윤석준

2010. 9.10
~
2012. 6.30

이윤원

신현자

이재술 도재준 장경훈
이동희 송세달

2010. 9.10
~
2011.12.31

박상태

윤석준

신현자 김화자 홍창호
권기일 이재녕

2010. 9. 10
~
2014. 6. 30

오철환

배지숙

윤성아 장경훈 김규학
강재형 김대성

2011. 9. 30
~
2012. 3. 31

정순천

윤석준

이재술 이재화 박성태
김대성 김경식

2011. 9. 30
~
2012. 9. 30

정해용

배지숙

김원구 권기일 홍창호
이동희 김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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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91년 7월 8일
대구직할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의회사무국 기구로는 사무국장 아래 3전문위원과 총무과 및 의사과를 두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계, 자료계,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로 구성하여 출발하였다.
92년 1월 13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총무과와 의사과를 담당관제로 승격하고
전문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등 명칭과 직제를 조정하였다.
93년 8월 10일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두도록 직제가 개편되었고,
95년 4월 11일 공보계가 신설됨으로써 사무처장 아래 2담당관, 5전문위원, 7계로 운영되었다.
98년 10월 9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합리적으로 조직구조를 조정하여 사무처장 아래
1담당관, 5전문위원, 4담당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의정담당관실에 입법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사무처장 아래 1담당관, 5전문위원,
5담당체제로 개편하였으며, 2007년 1월 8일 의원의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지원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였다.
2010년 4월 20일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교육전문위원실을 설치하여 현재 사무처장 아래
2담당관, 7전문위원, 6담당, 1비서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교 육 전 문 위 원

건설환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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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전문위원

(특위)

문화복지전문위원

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전문

운 영 전 문 위 원

입법정책담당

입법지원담당

시민협력담당

의 사 담 당

공 보 담 당

총 무 담 당

5급

열린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제14집
의원논단⋯⋯⋯⋯⋯⋯⋯⋯⋯⋯⋯ 46
의원단상⋯⋯⋯⋯⋯⋯⋯⋯⋯⋯⋯ 82
특별기고⋯⋯⋯⋯⋯⋯⋯⋯⋯⋯⋯ 160
학계논단⋯⋯⋯⋯⋯⋯⋯⋯⋯⋯⋯ 166
자유기고⋯⋯⋯⋯⋯⋯⋯⋯⋯⋯⋯ 244

ਘ֥ײ

청소년문제 예방과
음악요법(音樂療法)
남정달

의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 그리스 철학자)는 시학(詩學)에서 비극론을
주장하고 합창(Chorus)의 역할에 대하여 「카타르시스論」이라는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
다. 여기서 「카타르시스論」이야말로 현대 음악요법의 기초가 된다는 확증을 보여준 것이다.
「카타르시스(Catharsis)」란 단어는 ‘정화’라고 번역되는데, 그 본래의 뜻은 배설(排泄)을 가리
키며, 이것은 해로운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개운치 않을 때 적당한 운
동을 하여 땀을 흘린다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얼큰한 콩나물국을 먹고 땀을 흘리면 몸이 한
결 가벼워지고 열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도 카타르시스의 한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존하였던 시대에 그리스에서는 사혈(瀉血)이라 하여 피를 흘
려서 병을 고치는 치료법이 있었다. 이것은 체내의 독소를 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리려
는 카타르시스적 요법이었다. 이러한 물리적 카타르시스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심리적
카타르시스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기하였다.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속에 슬픔이나 고뇌, 좌절감 등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이러한 감정을 보다 더
순화시킨 드라마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것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의 슬픔이나 고뇌를 발산시
키고 울적한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합창은 그 드라마의 대단원을 보
다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슬플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슬픔도
사라지게 된다.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장례식 때 대곡녀(代哭女)를 고용하는
풍습도 직업적 대곡녀가 슬피 울면 장례식에서의 슬픔을 한층 강하게 함으로써 상주들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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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장례식 때 대곡녀(代哭女)를
고용하는 풍습도 직업적 대곡녀가 슬피 울면 장례식에서의 슬픔을 한
층 강하게 함으로써 상주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역할을 도모함인 것이
다.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은 바로 대곡녀의 효과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간접적으
로 체험하게 되어 자신의 마음 부담을 카타르시스하게 된다.

을 덜어주는 역할을 도모함인 것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은 바로 대곡녀의 효과를 담당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
게 되어 자신의 마음 부담을 카타르시스하게 된다.

1.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그들의 범죄증가율이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의 주요 요
인으로서 가정교육의 부실, 학교교육의 불신 및 사회교육으로서 대중매체의 역기능 등이 지
적되어 왔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가. 청소년과 가정교육
인성형성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관점
에서 보면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심리적 환경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정환경의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발달과정에서 이룩되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중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서 심리적 이유(離乳)를 해야 할 과업이 있다. 심리적
이유를 통하여 자립이 가능해지고 자율적 사고와 행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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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 가정교육 방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심리적 이유기를 상당히 연
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아기의 자녀양육에서 있을 수 있는 보호 상태가 어떤 전환
을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과보호는 결국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의존적 태도와 자율 행동 결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율성과 자주성의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
를 파생시킬 개연성이 짙다. 그리고 가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그 하나가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일방적 과잉기대이다. 권
위주의에 의한 훈육은 이해와 수용보다는 맹목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갈등관계를 심
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일방적 기대 역시 우려할 만 한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문(家門)주의의 가치의식과 결부되어 남아에 대한 기대는 많은 경우 비현실적이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가정의 이 같은 심리적 갈등이 밖으로 표출될 때 문제행동을 수반하
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청소년과 학교교육
학교교육에서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한 다음의 세 가지가 그 근원적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경험과 정의적 경험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학교교육은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경험의 조직화된 총체라고 볼 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지적 경험에 비하여 정의적 경험이 크
게 결핍되어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바른 가치관을 재구성하고 도덕적 무
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의적 경험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에도 인지적 경험에 밀려나
고 있어 그 또한 청소년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무지막지한 상
급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무관심이다.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는 목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졸렬하기 짝이 없다. 또 생활지도의 무관심은 학
교교육 불신의 빌미가 되는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
의 자녀 과보호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을 찾기 위한 방황의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적은 과오는 있을 수 있다 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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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통하여 생활지도의 무관심에서 과감히 헤쳐 나와야 한다. 교원들이 투철한 교육철학으
로 무장하여 일부 지각이 부족한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 청소년 지도에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추된 교권을 되찾고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해야 한다.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도 생활지도의 그릇된
방법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관심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다.
셋째, 강인한 의지력을 키워줄 기회의 부족에 있다. 학교교육은 날로 지육(知育)편중의 경향
으로 흐르고 있다. 일류대학에 진학만 시키면 다른 모든 허물은 덮고 지나간다. 단적으로 대학
수능시험 교과목의 시간 수 증가와 책가방 중량의 증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지육 편중은 자연히 교육에 있어서 다른 요소의 교육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인한 의지력을 키워줄 기회가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다. 청소년과 사회 환경
청소년이라는 연령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주변인이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
는 성인 지향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청소년은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이른바 경계인
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또 좌절이 연속될 때 그것이
여러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좌절감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
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적절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재수생 문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재수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사회 정책
적 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한편 성인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은
청소년의 발전적 고유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회가 적어 그들은 문화적 풍토를 자
기들 나름대로 형성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인문화의 모방
이 여과됨 없이 청소년 생활영역에 침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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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의 학습생활과 음악적 경험
필자가 1985년에 대구시내 초 .중. 고교생 7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음악을 들으며 하는 동
시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
으며 하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52.6%, 중학생이 70.1% 그리고 고등학생이 69.8%로서 상급학
교로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또 습관적으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학
생이 79.4%이었고, 학교성적. 부모에 대한 기대감 충족 결여 등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연구대상자의 11.3%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의 종류는 대중가요
가 30.3%, 팝송이 40.8%, 클래식음악이 28.9%로 비교적 팝송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 음악청
취에 활용되고 있는 매체로는 녹음자료로서 이를 헤드폰으로 듣는 사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며 공부한다는 학생의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시
하는 시험에 대한 공포심 40%,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염려가 14.5%로 과반수의 학생이 시험
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려는 반작용으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한다고 응답하였다.

2.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음악요법의 실제
가. 음악과 인간 삶의 문제
유명한 저서 「환경과 음악」에 다음과 같은 식물학자의 임상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우 흥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음악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벼를 실험대상물로 택하여 같은 종류의 볍씨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동일한 조건하에서 파종
하고 매일 같은 시각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음악, 즉 한 쪽에는 바로크와 고전음악을
다른 한 쪽에는 광란의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수개월이 지난 후 추수하였을 때 바로크와 고전
음악을 듣고 자란 쪽의 벼가 훨씬 질이 좋은 알곡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실
험을 닭과 어린이에게도 하였던 바 그 결과는 역시 벼의 실험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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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경우 고전음악을 들려준 그룹에서 껍질이 단단하고 영양가가 높은 달걀을 얻을 수 있
었고, 어린이의 지능 발달이 높은 쪽도 역시 고전음악이나 바로크음악을 듣고 성장한 어린이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85. 10. 18일자, 조선일보 참조)
플라톤(427 - 347 BC.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그의 저서 리퍼블릭
(Republic)에서 ‘음악의 유행이 바뀔 때는 그 시대의 법도 바뀐다.’라는 말로 음악이 인간생활
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레논은 언젠가 ‘가장 빨리 사회를 망치는
길은 음악을 쓰는 방법’이라 하였고, 헨리 데이비드 토리우는 1854년에 ‘언젠가는 음악이 영국
과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악령의 세계, 1975, pp.100-110.) 또한 지미 핸드릭 목
사는 ‘음악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약하게 한 다음 그 사
람에게 무엇이든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하드 록(Hard Rock)의 1/4이 그 주제가 사탄
(Satan)이거나 전적으로 사탄에 관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나. 순자의 예언
중국의 고대 사상가 순자(BC. 315- 230)는 그 옛날에 이미 말세의 현상에 대한 5 가지 지적
중 마지막으로 말세에는 광기의 음악이 크게 유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최근의 음악(헤비메탈 등)에서는 데시벨(db. 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율이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테네시주립대학에서는 쥐로 실험을 하였는데, 며칠 동안 하루
4시간씩 록(Rock)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얼마 후에는 그 쥐의 청각이 마비되어 아무 것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보고도 나왔다. 인간의 경우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45시
간 정도인데, 한 사람에게 88시간 30분 동안 록(Rock)음악을 들려주고 그 후에 귓속 막을 사진
찍어본 결과 그것이 완두콩처럼 심하게 이울어졌다는 것이다.(인류의 종말, pp. 31-32.)

제14집 의회보 I 51

ਘ֥ײ

오늘날 팝(Pop)음악 등 광란의 음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미 가장 친근한 벗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전문방송인 FM의 방송 허용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팝
(Pop)음악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성스러운 청소년들 중에는 빌보드, 캐시박스 등 미국 팝음악 전문지의 인
기 순위 일백 위까지를 모두 외고, 팝 스타들의 사생활에 훤할 정도로 그들은 온통 팝 음악
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1986. 4. 17, 조선일보) 전 세계를 풍미하는 팝 음악의 물결은 그룹 M.의 「Pop
Music」이란 가사에 잘 나타나 있다. (가사 생략)
그러면 여기서 팝 음악의 가사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해보기로 한다. 팝 음악의 가사들은,
첫째, 폭력을 찬미하는 것
둘째, 무분별한 섹스(Sex)를 권장하는 것
셋째, 자살을 권고하는 것
넷째, 온갖 마약의 복용을 찬미하는 것
다섯째, 이단종교에 관한 것
여섯째, 사탄(Satan)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지옥이나 천국을 부인하거나 지옥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 내용 등으로 이
루어진 것이 많다.

다. 마음에 건강을 가져다주는 음악요법(Music Therapy)
음악요법이라 함은 음악에 의한 심리요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심신의 건강은 많건 적
건 간에 심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잃은 건강은 음악을 활용한 심리
적 조작에 의하여 회복시키거나 수정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음악요법에 대
하여 서구에서는 양성제도와 조직적 연구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기단
계에 있음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 원리를 다소나마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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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Control)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먼저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활
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밸런스의 기능( The Function of Balance)
밸런스의 기능이란 인간의 심리나 생리는 적당한 진폭을 가지고 흔들리면서 균형을 유지하
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2) 카타르시스의 기능(The Function of Catharsis)
이것은 건강에 유해한 것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배설, 정화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3) 동질의 원리(The Principle of Same Quality)
추방하고자 하는 감정에는 먼저 동질의 자극을 가하고 나서 반대되는 Mood의 자극을 주는
일이다.
이상의 세 가지 기능과 원리는 서로 얽히면서 음악요법(Music Therapy)의 원천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의 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란 밸런스이면서 리듬이므로 음악을 잘 활용하면 심신의 건강
을 얻을 수 있다.

라. 환경음악(BackgroundMusic)의 제고
음악을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음량은 40db. 이하가 적당하다. 보통 대화 시의 음량이
60~70db.이고, 100db가 되면 귀가 따가워지는 음량이니 조심하여야 한다.
방 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 사용되는 악기로는 16~20cm 정도의 스피커가 알맞으며 헤드폰
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음악을 듣는 것은 신체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현대인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바쁜 일과 속에서 생활하는 복합적인 행위를 요
구당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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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환경음악의 올바른 활용 방법이다.
(1) 변화가 적은 음악 : 음악 자체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환경음악이라 하기 어렵다.
(2) 음량을 줄인다. : 공부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겨우
들릴 정도의 음량으로 고정시키면 좋겠다.
(3) 단속(斷續)적으로 듣는다. : 공부나 작업시간의 절반 이하가 원칙이다. 즉 20분 정도 음
악을 듣고 나면 20분가량 쉬는 방법으로 듣는다.

마. 공부할 때 반드시 환경음악이 있는 분위기가 좋다.
통설로는 공부나 독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환경음악적 사고법에 비추어보면 잡념
이 생기거나 졸음이 와서 오히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앞
에서 말했듯이 요즈음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적극
적인 지도는 미흡하거나 아예 지나쳐버리기 쉬우므로 의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권한다.
음악에는 활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기능 외에도 클래식 음악에는 특히 사고의 단계를 잘 간
추리는 사색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다.
베토벤은 비엔나 숲 속을 거닐면서 작곡했다는 이야기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산책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기도 하고 철학적 사색에 잠기기도 하였다 하여 거기에서<소요학파(逍
遙學派)>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음악의 강약법 속에 표현되고 있으므로 산책하면서 생각을 짜내려고 하
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유도하기 쉬운 점에서는 현악기의
Solo나 실내악이 가장 좋겠고, 사고를 통합적으로 전개시키려는 경우에는 협주곡 형식의 악곡
이 좋다. 이 때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등을 들려주는 것
이 효과적이다. 협주곡이란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악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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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가는 형식이므로 사물을 폭넓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가장 알맞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음악
확실한 기억의 회로를 만들려면 통신의 원리 중 잉여의 원리처럼 반복이 중요한 효과를 나
타낸다. 한 번 기명(記銘)한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훨씬 확실히 기억된다. 또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기억에는 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기억에 관계되는 곳
은 뇌의 일부분 즉 전두엽이며 그곳은 기억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창고
의 문은 수면 중이 아니면 열리지 않아 우리가 낮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보거나 듣고 있어도
그것들을 전부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상이 강했던 것, 흥미 있던 일, 반복해서 한
일이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룻밤 자고나서도 외우고 있는 것 즉 밤을
새운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기억인 것이다. 잠잘 시간에 자지 않고 공부하는 일은 사실 별로 현
명한 방법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도 기억과 잠과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어느
것을 기억하는 경우 그 전후는 백지상태가 좋다고 한다. 한 가지 일을 외운 직후에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후자가 전자를 지우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향억제라
고 말한다.
기억력을 높이는 음악으로서는 첫째, 기분전환이나 단순한 기억에는 리듬감이 있는 음악이
효과적인데 특히 <요한 시트라우스의 왈츠>가 좋다.
둘째,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플루트나 현악기의 독 등 부드러운 멜로디로 바꾸어보면 좋다.
기억력은 연상에 의하여 높아지므로 환경음악(BGM)의 선율패턴과 함께 기억되는 효과도 있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외에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말러의 교향곡>을, 위장 장애를 느끼는 사람은 실내악곡
을, 심장이 두근거릴 때는 바하의 음악을,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를, 그리고 자살 방지 에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어라 는 등의 충고를 자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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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교육의 목표가 기대하
는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내용과 적용방법은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다. 필
자가 논한 내용과 적용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당초에는 맹자의 인성론으로 접근하려다가 고심 끝에 음악요법으로 접
근 시도하였음을 밝힌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데 이 논의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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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음악요법과 관련되는 악곡들
구 분

기분을 진정시켜
주는 곡

우울할 때 듣고
달래주는 곡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곡

명랑하고
쾌활해지는 곡

추천 악곡 명

작곡자

푸가 g 단조

바흐

레퀴엠<진혼곡>

모차르트

장엄 미사곡 D장조

베토벤

스케르쪼 제1번 b 단조

쇼팽

발레 모음곡<불새>

스트라빈스키

현악 5중주곡 제5번 g 단조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제2번 b단조<장송 행진곡>

쇼팽

헝가리 광시곡 제2번 c단조

리스트

교향곡 제6번 b단조<비창>

차이코프스키

랩소디 인 블루 제2부

거시윈

피아노 소나타 제8번 c단조<비창>

베토벤

환상 폴로네즈 A 장조

쇼팽

가곡집<겨울 나그네>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e단조

브람스

사랑의 슬픔

클라이슬러

이탈리아 협주곡 F장조

바흐

왈츠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요한 시트라우스

왈츠곡 <빈 숲속의 이야기>

요한 시트라우스

카르멘 서곡

비제

교향곡 제4번 G장조

말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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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음악요법과 관련되는 악곡들
구 분

자살을
방지하는 곡

피로 회복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곡

용기를
북돋우는 곡

미인이 되는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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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악곡 명

작곡자

오라트리오<메시아>

헨델

미사곡 b단조

바흐

교향곡 제5번<운명>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번 b단조<장송행진곡>

쇼팽

엘레지 <비가>

포레

협주곡 4계 중 <봄>

비발디

모음곡<수상음악>

헨델

현악4중주곡 F장조 <세레나데>

하이든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베토벤

교향시<물의 요정>

드보르작

교향시<바다>

드뷔시

크리스마스 오라트리오

바흐

첼로 협주고 D장조

하이든

교향곡 제9번 D장조 <합창>

베토벤

교향곡제1번 c단조

브람스

교향곡 제5번 e 단조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작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

미뉴에트 G장조

베토벤

야상곡(녹턴)제2번 D장조

쇼팽

어린이의 정경 <트로이메라이(꿈)>

슈만

발레음악<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

비고

청소년문제 예방과 음악요법(音樂療法)

남정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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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박돈규

의원

올해 대구시는 ‘동고동樂 승승장邱’라는 슬로건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을 펴서 서민이 잘 사는 대구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문중의 하
나인 유통산업에 있어서 현행 대구시 현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또한 서민물가에도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우선, 대구시에서 영업활동중인 대형유통 기업들의 지방을 기만하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
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1,395억이나 투자한 전통시장의 상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통시장 인근에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SSM으로 인해 서민 생활
과 밀접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골목상권 및 전통
시장 보호방안으로 유통상생T/F팀 신설과 상생발전기금의 설치, SSM의 업종제한 유도, 영업
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법인화 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 유통산업의 문제점
대구 유통산업의 문제점은 크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미비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들 수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대형마트 19개와 48개
의 SSM이 있다.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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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형유통업체들은 기존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유통대기업들의 중·대형 마트체인의
인수로 인해 편법으로 준대규모점포(SSM)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우
리 대구시에서는 올해 2월 대상의 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의 ‘배추벌레’
와 ‘푸덱스’를 인수했고, 지역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기존 상호명도 바
꾸지 않은 채 운영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다.

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SSM의 상권장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통계
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롯데슈퍼 등 SSM의 총매출은 2006년 1조 1천793
억원에서 2009년 2조 5천42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95억원에서
58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SSM 반경 1km이내의 중소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SSM의 입점으로 인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34.1%감소되었고, 1일 평균 고객수도 약 36.7%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SSM의 입점으로 인근 중소유통업의 경영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형유통업체들은 기존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기
에 더하여서 유통대기업들의 중·대형 마트체인의 인수로 인해 편법으로 준대규모점포(SSM)
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올해 2월 대상의 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의 ‘배추
벌레’와 ‘푸덱스’를 인수했고, 지역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기존 상호명도 바꾸지 않은 채 운영
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식자재마트의 영업점포 수와 업체, 인
수타진 대기업들의 동향을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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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붕괴위기에 처해 있
는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로 한다
둘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미흡으로 인한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
니다. 작년 외지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거둬들인 돈은 2010년도 2조 9천310억원에 비해 16% 증
가한 3조4천144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유통대기업들의 지역기여도로 볼 수 있는 지역용역업
체 발주비율, 지역금융 예금실적, 잔고 등 전반적 부문에서 기대이하로 저조하다.
또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 산업 전반의 어려움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구 유통산업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들
대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814억, 지방비 441억, 민자
1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아케이드 설치, 바닥정비, 고객지원센터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컨설팅 등 내적 역량강화에도 초점
을 두고 투자를 진행해 왔다. 또한 대구시정부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722억을 투입하여 시
설개선과, 자문 및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테마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제시안 대안으로는 첫째, 전통시
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기존 명절 집중판매하던 것을 금년에는 상시판매 방식으
로 전환하고 市가 선도하고 각계각층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둘째,
우수 전통시장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및 모
범시장을 발굴,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전통시장 노
마진 특판행사 정기 개설하여 시장상인회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주요 농축산물 구매원가를
절감하여 시민에게 할인판매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넷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통해 주말·공휴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에도 실시함에 따라 허용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섯째, 대형유통업

62 I 대구광역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박돈규 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

체 기부를 통한 소상인 지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특별 출연을 통한 소상인 지원으로 지역 대
형유통업체와 소상인과의 상생분위기 유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하고자 한다.

대구시의회의 역할 - 조례제정
우리 대구시의회는 2012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상생협력
계획의 시행결과 및 성과평가, 시정부는 계획수립과 결과에 대한 시의회 소관상임위 보고, 대
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
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권고의 내용을 담아 ‘대구 소상인 지원 및 유
통업협력조례’를 개정했다.
“상생협력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유통업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전년도 상생
협력계획의 시행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을 신설했으며, 또한 대구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 이를 즉시 시의회 소관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 대형유통기
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등을 신설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와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에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상생협력 유공자에대한 포상 관련, 그 밖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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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을 신설했고,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수 있고,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
정비율 및 총량을 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
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
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일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지역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대구시 시장 및 유통관련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유통상생 T/F팀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즉 도시계획, 건축, 위생관리, 교통, 전통시장진흥 관련부서와 상생발전기금 및
긴급유통자금 등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과 시설건축에 대한 허가와
사후관리, 위생관리, 교통관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진흥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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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생발전기금의 설치를 통해 대형유통기업등에 기금을 출연받아서 서민경제 활성화
를 위한 사업에 연계하여 사용하고,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등이 적극기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대기업 유통체인의 지방법인화 유도를 제안한다. 지역에서 이익을 얻고 미미한 기여
를 하는 외지 유통기업들에 대한 지방 법인화 유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증대시키고 지방법
인에서 거둔 이익금으로 상생협력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전통시장의 자구노력 강화를 주문한다. 전통시장 자체의 제품의 우월성, 가격정찰제,
시장의 환경개선, 신마케팅 기법도입, 위생의 중요성,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통시장
자체의 변화를 주문한다.

제14집 의회보 I 65

ਘ֥ײ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판단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 관련)은
위험한 발상이다.
장식환

의원

Ⅰ. 들어가는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
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본 개정안은 “농산어촌 교
육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작년에 대구반송초등학교와 대구남중학교 폐교안이 우리시의회 교육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대구남중 폐교안은 한 차례 유보를 거쳐서 어렵게 승
인되었으나, 반송초등학교 폐교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결국 부결되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원서 제출과 함께, 이 학교에 대한 미래 발전계획과 학
교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반송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여명인 소규모학교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폐교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폐교 예고제
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였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채 몇 달도 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전제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예고되어 전국의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경제논리 적용과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66 I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판단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위험한 발상이다. 장식환 의원 ▶▶▶

심의과정에서 대구남중 폐교안은 한 차례 유보를 거쳐서 어렵게 승인
되었으나, 반송초등학교 폐교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결국 부
결되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원서 제출과
함께, 이 학교에 대한 미래 발전계획과 학교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적정 학급수 및 학생수 조항 신설(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신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고, 학생수는 급당 20명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하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 선택권 확대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였으
며, 6학급 미만으로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전학)할 수 있
도록 6학급 이상의 학급이 편성된 인근학교의 중학구(학교군포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제14집 의회보 I 67

ਘ֥ײ

Ⅲ.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① 전북교육청의 의견
전북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다”라고 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방안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귀농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문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학교 규모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것을 비판하고, 학급당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것과 반대
입장이라고 하였다.
② 기타 시·도 교육청의 의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의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시·도는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이고, 그 외 시·도에서도 찬성 의견은 없으며, 대부분 반발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 충청, 호남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하고 있다.
③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한 학생 등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학급 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
율적인 학급 운영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교육자치 시민연대의 의견
학교 통폐합의 배경 논리는 교육적,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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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교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통계(2011.4.21기준)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 1,331개교의 27.7%에 이르는 3,138개교이므로 교과부 개정안에 따
르면 이 3,138개교가 통폐합대상 학교이다. 단순하게 2개 학교를 1개교로 통합한다고 보아도
1,569개교가 폐교되어야한다.
이중 86.6%인 2,718개교가 도서벽지 등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 전체 통합대상
3,138개교 가운데 2,351개교(74.9%)가 초등학교이며, 이 가운데 62.8%인 1,970개교가 전남과
경북, 경남 등 9개 도지역에 몰려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
발하고 있다.
⑥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의 의견
학생들은 현재의 15분 정도의 통학거리에서 1시간이상 통학시간을 허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
고, 농촌지역에서 부락단위의 학교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지역 구심점이 상실되어 학교 중심
의 지역사회공동체의 붕괴도 염려된다고 했다.
또한, 통폐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OECD 평균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⑦ 애국단체의 보도자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꼭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로 인한 교육적
차별과 불평등 조장, 기회 불균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한 학년에 1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친구를 말날 기회나 그룹게임, 구기종목별 체
육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성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적정학력인구 감소로 1만1천여 개 학교 중 학생수 100
명 미만 학교 2,700여 개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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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의 문제점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의미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소규모 학교가
소재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
기 위하여 공동통학구역 설정,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
행령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는 대
신,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도심 공동화가 심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넓혀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이들 학교간의 입학과 전학을 자유롭게 해주는
당근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 대구지역의 통폐합 대상(적정기준미달) 학교 현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대구지역의 적정기준 미달 학교 현황2012. 4. 1 현재

급별

적정기준 미달 학교수
(초·중 : 6학급 또는 120명 미만,
고 : 9학급 또는 180명 미만인 학교수)

전체학교수

농촌지역

도시지역

계

초

216

6

5

11

중

123

4

0

4

고

92

0

3

3

계

431

10

8

1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지역도 이 개정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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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의 문제점
적정규모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발상을 보면
서, 과거 소위 “국민의정부”시절인 1998년도에 단행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시행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3년 단축하면서 단계적인 단축이 아닌, 일시적인 단축으
로 인하여 교사수급 차질을 비롯한 교육현장에 온갖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다. 단순한 경제논
리가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함으로 인하여 오
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이다.
교육자치적인 관점에서 학교 설립과 폐교의 승인은 시·도의회의 권한이다. 그러함에도, 교
육과학기술부에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
려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Ⅴ. 결 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주민계몽, 문화예술공연의 장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비롯해서 애향심 고취, 나아가 애국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논리의 적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하면 소규모학교의 무분별한 폐교
로 인하여 인근의 선호학교는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면학분위기
훼손, 소지역간의 대립 우려, 학교폭력예방 등 인성교육의 어려움 문제, 통학 대책의 미흡 등
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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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이며 성급
히 서두를 문제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본다. 과거 교원정년 단축 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인 달성군지역이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
며, 자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귀향 농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연구와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급학교 진학시에 가
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히려 타
지역의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대구
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형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육성, 행복학교 운영 등은 하나
의 좋은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의 황폐화, 지역경제의 불균형, 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편
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풀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토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도심공동화 현상 심화 및 과밀학급 조장,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에 의한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교육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은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교육 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형편에 따라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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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소고
정순천

의원

1872년 세계최초로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래 세계각국에서는 생태계보
존과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미국의 그랜드캐년,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일본의 후지산, 중국의 구채구,
그리이스의 올림포스 등 세계적인 자연경관과 생태계, 그리고 인류문화자원은 여지없이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각국이 국립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땅과 야생생물 2가지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비
해, 영국에서는 주로 땅을,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동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땅과 생물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
러 수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문화유산도 보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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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북도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청량산, 문경새재,
금오산 등과 함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
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
고 높은 사유림 비율과 대구시와의 행정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량산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포기한 바있다.

그러나 1988년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째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이 없어 국
립공원의 추가지정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추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역사회가 힘을 합쳤으며 전시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과거 강원도 태백산과 경북의 울릉도·독도가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이 무산된 점을 감안해 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대구시에도 무등산 못지않은 명산, 팔공산이 있다.
그러나 무등산처럼 대구시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적은 없다.
과거 경북도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청량산, 문경새재, 금오산 등과 함께 국
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는 충분한 조
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유림 비율과 대구시와의 행정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
어 청량산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포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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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것이 포기의 이유라면 이젠 대구시가 먼저 나서야 할 때이다.
팔공산 자연공원은 총면적 125.668평방키로미터로 전국의 도립공원 중에 가장 크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립공원수준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7조는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상의 자연공원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연생태계는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자원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지형보존과,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을
고려대상으로 넣고 있다.
총면적 125.668㎢의 우리 팔공산자연공원은
이러한 조건의 최상위 레벨 즉,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태계,
자연·문화 모든 면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국립공원이 되지 못했을
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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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은
첫째, 자연생태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대남부와 중부식물대에 걸쳐 총 1천70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최대규모
의 복수초 군락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복수초 군락지는 국립공원 깃대종(Flagship Species)１
으로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팔공산에는 곤충도 980여종이나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팔공우리딱정벌레 등 3종은 전
세계에서 팔공산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특산종이다.
그리고 22종류의 텃새와 20종류의 철새, 14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부 지정 보호동물인 까치살모사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적 멸종위급종인 수달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팔공산지역은 생태계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보이며 국가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자연경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팔공산은 약6천만년전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주봉인 비로봉(毘盧
峰·1192.8m)을 중심으로 동서로 관봉에서 가산까지 20㎞에 걸쳐 장쾌한 능선이 이어지고 있
는 남성적인 산으로,
갓바위로 유명한 관봉과 염불봉, 노적봉, 파계봉 등 수많은 봉우리가 솟아있으며 서쪽 톱날
능선에서 동쪽 병풍바위까지는 해발 1천m정도가 약 5km가량 지속되는데 그 높이에 해당하
는 면적만 60여만 평에 이를 정도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고 있다.

１ㅤ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개별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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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폭포골, 수태골, 수숫골, 치산계곡, 동산계곡 등의 계곡과 치산폭포와 이름 없는 아
기자기한 폭포들이 즐비하며 특히 동서로 가로지른 산이어서 겨울산행시 북사면의 설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 밖에도 장군바위, 원효굴, 좌선대 등 자연으로 빚은 신비한 절경은 여느 국립공원과 견주
어도 손색이 없는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팔공산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 전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설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를 간직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스토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효대사가 득도한 원효굴은 물론이고 김유신과 연개소문의 전설이 어린 시좌굴, 신라5악
의 우두머리로서 하늘에 제사지내던 제천단, 평생에 한번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거란
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우리나라 최대의 승시가 열렸던 곳, 왕건과 견훤이 패권을
다툰 공산전투, 심지어는 60여년전 한국전쟁의 흔적까지 팔공산 곳곳에 베여있는 등, 산전체
가‘스토리텔링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민족·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산 어느 곳도 팔공산만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간직한 곳은 없다고 감히 장담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듯 생태계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산이 팔공산이다.
이렇게 웅장하고 자랑스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팔공산자연공원이 국립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아쉬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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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팔공산은 우리 대구시를 비롯한 5개시군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원관리
와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는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두어 공원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시 대구시 관할구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결국 팔공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곳 웹사이트에 들러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다.
뿐 만 아니다. 공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시·군마다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이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팔공산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에는
보존이 이루어 지고 있는 데 다른 한쪽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 지는 등,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보전하는 데 엄청난 장애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뛰어난 환경유산과 문화유산이 잘못된 관리와 난개발로
병들 수 밖에 없어 자랑스런 팔공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
팔공산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자연환경과 문
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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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의 훌륭한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전해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면 국
립공원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젠 시·도를 떠나 팔공산 인근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라
고 본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4개자치단체와 ‘팔공산 국립공원승격을 위한 공동협의
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시민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도록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
체들이 함께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전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을 대비해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공원내 사유림소유자 대표, 불교사찰등과 사전 협의’가 시급하다.
과거 태백산과 울릉도·독도 국립공원화 계획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던 전례에 비
추어 볼 때, 산주 등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팔공산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곁을 지켜준 민족의 영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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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승지２는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가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팔공산은 단지 전쟁을 피해가기보
다는 민족의 운명을 온몸으로 지켜냈던 산이다.
신라 천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었으며 고려가 침략을 받을 때마다 호국의 성지로 받들던 곳
이 팔공산이었다.
임진왜란때에도 이곳만 잘 지켰더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말이 있을 정도다.
1950년 55일간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을 지켜내고 오늘이 있게 한 곳도 바로 팔공
산이다. 한동안 전쟁의 상처로 풀한포기 자랄 흙조차 남겨져 있지 않던 산이 바로 팔공산이다.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 이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고 있는 산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그래서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鎭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산(鎭山), 아니 우리
겨레의 진산(鎭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부디 내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보전되고 적절히 개발된 소중한 겨레의 유산으로 후세에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구시민, 아니 우리 국민이 팔공산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
었으면 좋겠다.

２ㅤ 10승지(十勝地) : ‘남사고 산수십승보길지지’에서는 천지개벽시 몸을 보전할 수 있는 피난처로 1. 풍기 차암 금계
촌, 2. 화산(안동) 북쪽 소령고기 봉화 내성현 동쪽 태백 양면, 3. 보은 속리산 증항근처, 4. 예천 금당동 북쪽, 5.
운봉 두류산 동점촌 백리안, 6. 공주 유구 마곡 두 물줄기 사이, 7. 영월 정동쪽 상류, 8. 무주 무풍 북쪽 동굴 옆
의 음지(덕유산), 9. 부안 호암 아래 변산 동쪽, 10. 가야산 아래 남쪽 만수동 을 들고 있으며 정감록, 토정비결, 도
선비기 등 여러 비기에서 각각 10승지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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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동 침수사고의 숨겨진 진실
강재형

의원

북구 노곡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하부에 위치하여 금호강이 범람하면 침수되는 지역이
다. 지금까지 금호강이 넘쳐 마을을 덮친 경우는 1950년대에 발생된 사라호 태풍 때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두 번이다.
그런데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침수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때는 금호강 범람이 원
인이 아니었다. 집중호우로 갑자기 많이 내린 빗물이 금호강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였
기 때문이었다.
침수피해는 막대하였다. 건물 침수 98가구, 차량 159대, 부상자 19명 등 피해 배상 요구 건수
는 모두 276건 이었다. 피해배상 요구 금액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액은 275건에 2,070백만 원
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금호강이 범람하지 않았는데 마을이 침수된 것은 마을 앞에 설치한 제진기로 인해
발생된 인재라고 아우성을 쳤다. 공사를 설계하고 감리한 회사나 발주한 북구청이나 대구시
청 모두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인재였다.
대구시도 침수피해를 입은 원인을 인재로 판단하고 설계와 감리를 수행한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2,452백만 원을 배상받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설계와 감리에 책임을 지고 관
청에 배상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사고에는 숨
겨진 진실이 있었다. 진실의 뼈대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비는 공돈이고 많이 확보하면 칭찬받는다.
둘째,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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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필자가 현장을 보았을 때 제진기의 작은 용량에도 놀랐지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기존 배수구를 막아버린데 있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 배수구를 개통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비유
하자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그대로 두면 스스로 호흡을 못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숨통을 막고 인공호흡
기를 부착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셋째,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공무원은 법에 의지하고 규정에 숨는 습관이 있다.

1. 국비는 공돈이고 많이 확보하면 칭찬받는다.
대부분의 지방 간부공무원들은 매년 3월에 들어서면 마음 한 구석에 짐이 들어선다.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국비를 따 올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기획재정부에 친구가 있어 별것 아닌 사업
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지방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비는 공돈이라는
관념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헤프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노곡동ㆍ조야동 일대의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사업으로 시행된 본 사업은 국비ㆍ시비ㆍ구
비 모두 합하면 총사업비가 25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는 경제성 검토
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는 3,198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는 발주청이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 대상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
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총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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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된 제진기는 금호강 범람 시 배수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과거 금호강
이 범람되는 빈도를 보면 50년 정도이며 이는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시설은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평시에도 제진기를 통과해서 배수되도록 한 것은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노곡동 침수피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간 활동
하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과정 문제점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런 활동의 결과로,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강화
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2010년 11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 의원과 홍창호, 김대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이행토록 하고, 설계의 경제
성 검토의 근거 마련과 시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대구시에 별도로 두
도록 하였다.
이 조례개정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가 2012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본 제도 시행에 따
른 5년간의 비용을 추계하여 보면, 100억 원 이상 공사 건수를 연평균 14건을 기준으로 할 경
우, 심의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1억 2,200만원 정도이고,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공사비 절감
액은 7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제도는 대형사업의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
1차 사고 후 노곡동 현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제진기의 용량과 새로 설치한 배수구가
너무나 작았던 것이다. 제진기에 떠내려 온 나무토막이 걸려 제진기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말에 이 시설로서는 정상 작동이 되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머뭇거리
던 설명자가 “사실은 유수구역의 34%만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설계대로라면 먼저 금호강으로 배수시키는 배수터널공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순서인데
왜 무리하게 마을 입구에 제진기를 먼저 설치했을까? 공직경험이 있는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첫째 사유는 연초부터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라고 다그치는 정부정책에 따르려고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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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마을 상류에 유수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
되지 못하면 바로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표시이고 특히 국비가 포함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3.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분명 공사를 무리하게 집행한 시행청에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설계와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 본 의원과 같이 상수도, 하수도 처리현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담당했
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1차 사고 후 필자가 현장을 보았을 때 제진기의 작은 용량에도 놀랐지만, 더욱 이해가 되지 않
았던 것은 기존 배수구를 막아버린데 있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
배수구를 개통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이어진 것이
다. 비유하자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그대로 두면 스스로 호흡을 못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숨통을 막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더욱이 설계에서 간과한 것이 기존 배수구는 직관인데 제진기 설치부분은 굽어진 곡선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우수가 배출되는 량은 배출 속도와 배출구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필자의 지
적에 공사 관련자는 곡으로 인해 배출속도가 4m/sec에서 2m/sec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렇
다면 곡으로 된 제진기 부분은 배출구 단면적이 기존 배출구보다 두 배로 커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 배수구 단면적 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호우 시에는 넘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이
모두가 공무원의 기본적인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

4. 공무원은 법에 의지하고 규정에 숨는 습관이 있다.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필자 또한 법에 의지하지 않고 규정에 숨는 습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지하고 규정에 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감사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감사 종류도 많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시 본청 종합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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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들 감사에 무사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지하고 규정
에 숨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2차 침수사고 후 3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존 배수구를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자연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노곡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마을 상
류에 굳이 유수지를 설치하지 말고, 대신 금호강변에 유수지를 설치하자는 안이었다. 마을 상
류에 계획된 유수지의 저수용량은 1,875㎥로 계획되어 있다. 지금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
장 아래쪽의 둑 강변 둔치를 활용하면 그 정도 용량의 유수지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렇게 하면 기존 계획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금
설치된 제진기는 폐쇄하고 평시에는 기존의 배수구를 배출되도록 하고, 금호강 범람 시에 강
변 유수지를 거쳐 스크린을 통해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필자의 제안은 예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문제와 역시 하천법과 규정이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다시는 노곡동의 침수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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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대구광역시 정책
권기일

의원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처
럼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테두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외부성은 여러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타인에게 이득을 주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이로운 외부성과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해로운 외부성이 있다. 이때 이로운
외부성을 외부경제, 해로운 외부성을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성은 시장실패를 가져와서 자원배분왜곡을 초래한다. 우선 단순한 논리로 생각
해보자. 외부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로운외부성, 즉 외부불경제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애써 외부성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반대로 이로운 외부성, 즉 외부경제를 가
져다주는 개인이나 기업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굳이 외부성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 할것이다. 결국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외부불경제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외부경제는 적정양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외부성이 있는 경우 자원
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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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도심외곽에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최
적 차량수를 계산해서 매달 신규차량 등록권을 경매를 통해 발매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경매가격은 소나타2.0형태의 차량이 거
의 1억원에 가까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기도한다. 한편 일반서민은
대중교통수준이 잘 발달되어 평일에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예산배분이나 규제정책, 새로운 정책제언을 통
해서 시장실패를 최소화 시켜나간다. 예를들어, 도심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대
형백화점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보조
금을 주거나, 담장을 허무는 주택에 대해 공사보조비를 지급하는것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도심외곽에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최적 차량수를 계산해서
매달 신규차량 등록권을 경매를 통해 발매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경매가격은 소나
타2.0형태의 차량이 거의 1억원에 가까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기도한다. 한편 일반서민은
대중교통수준이 잘 발달되어 평일에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가
족과 나들이를 하여야 하는 주말에는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정부는 이러한 욕구
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른 색깔의 번호판을 단 같은 배기량의 차를 약 1천만원 정도의 가격
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는 혼잡과 공해해소에 도움도 되지 않는 사회간
접자본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 사용에 대해 징수한 조세수입으로 국민들의 주
택구입시의 보조금으로 활용하고있다. 실제 28평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는데 일반봉급자들
이 1년정도의 연봉을 지불하면 자기집을 소유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예
로 한국에서는 택시할증시간을 심야시간에 시행하여 20%의 가격을 더 받고 있다. 그러나 싱가
포르에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심야할증을 시행하여 20%의 가격을 더 받게하고 있다. 그 이
유는 국토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더 큰 도시국가에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교통혼잡이 심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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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높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출퇴근을 용이하게하고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는 시간에
는 낮은가격을 적용하여 급한 용무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구광역시도 외부경제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에 예산지원을하고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되
는 부분에 규제조례제정이나 다른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실패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겠다. 사
회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개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
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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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 각자의 생각을 조금 바꾸자
김경식

의원

1. 들어가며
지난날 대구는 교육도시로 명성을 떨친 곳이다.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대구교육에 몸담
고 있는 교육가족이나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다.
지난해 연말부터 학생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대구교육의 위상이 떨어진 것처럼
비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원청 및 부속기관은 물론이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과 교
직원 모두가 학교현장 교육활동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십분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머물
수는 없다.
본 의원도 40년간 교육현장에 근무하다가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에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방법도 시대의 사조에 따라 그 흐름
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질 문명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 큰 몫을 차
지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구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교육가족과 시민모두가 마음을 한곳
으로 결집하자는 전제하에 교육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나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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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면에서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선학교 내부시설
의 지원에 비중을 높이고, 특히 교육과정운영과 직결되는 재정적 지원
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지난 5월 15일에 ‘대구교육헌장’을 선포하여 오
는 9월부터 시행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비롯한 대구교육
가족 모두가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2. 펼치며
(1)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정책이나 행정업무가 일선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되거나 지시하는 경향은 이제는 사라
져가고 있으며, 업무경감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이라 하겠다.
대구교육행정지원기관은 일선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접근성과 실용성을 유지해
야 한다. 그리고 일선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도 청취하면서 애로점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
어야 한다.
학교시설 면에서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선학교 내부시설의 지원에 비중을 높
이고, 특히 교육과정운영과 직결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지난 5월 15일에 ‘대구
교육헌장’을 선포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비롯한 대구교육
가족 모두가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포한 ‘대구교육헌장’이 학생과 학
부모 및 교원들이 행여나 잘못인지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랜 시간과 많은 고뇌 끝에 만들어진 ‘대구교육헌장’의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
망을, 교사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풍토가 조속히 정립되기를 기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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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주5일 수업제가 금학년도부터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었으며 이제 점
진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느낀다.
일선학교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지만 참여율보다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
며 모든 책임을 일선학교에만 떠넘겨서는 더욱 아니 되고 그렇게 하면 2006년도 놀토가 시행
하던 시절로 돌아가 그 실효성이 미약할까 염려가 된다.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하여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와 협조를 약속한
바가 있지만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참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이며 차상위계
층을 포함한 우리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관한 운영실태를 대구시교육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학교현장은
오늘날 학교경영에 있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
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학교경영의 승패는 학교장의 경영마인드에 따
라 좌우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학교경영에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인 모두가 참여하는 마당에 폭
넓은 학교장의 경영마인드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겠다.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교사들의 대다수가 학생지도에 매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이럴수록 교사들이 용기를 내어 학생지도에 적
극성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교육헌장’에 대해서도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지만 결
론은 우리 교사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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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운영과 학생지도를 비롯한 업무추진 등 많은 어려움을
소화하여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교육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당부말씀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상담기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다.
정보화교육의 발달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예방과 핸드폰통신 등은 이미 예견했던 사례라
고 볼 수 있으며 지도대책이 조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부터 금학년도 현재까지 학교현장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나 보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너무나 지나친 사명과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경향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생
각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3) 학부모님은
저도 셋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면서 학부모 역할을 10여년 넘게 해본 경험도 있다. 요즘 학
부모님들은 거의 한 두명의 귀여운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여러모로 힘드시는 점에 대하여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대구의 교육열의는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편이라서 여기에 또한 교육관계자들도 열정
을 바치고 있다고 하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교육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하겠다.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실행하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점도
있지만 학부모님이 자녀교육에 대한 의지가 더욱 요구되므로 현시대에 걸맞게 꼭 실천하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교원의 권위가 추락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교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가 교원의 권위를 높이는데 한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녀의 앞에서 한
마디의 말씀이 바로 자녀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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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즉 아버지가 평소에 자녀가 보기엔 집안청소를 자주하는 편이 아
닌데 어느날 아침 일찍부터 집안청소를 하기에 자녀가 아버지께 그 이유를 여쭈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오늘 아주 위대한 손님이 우리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바로 그분이 자녀의
선생님이며 그후 이자녀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안은 일차적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며 우리 학부모님의 교육열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3. 닫으며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류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가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대구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현안의 문제가 발생하면 온 교육계에 대한 지탄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빗발치
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 이전에 문제점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한 대비책
을 강구하기를 학교현장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대구교육가족 모두는 시대적 교육변화와 흐름을 잘 인지하시고 교원들의 학생교육
에 대한 열정을 촉구하면서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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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김규학

의원

교과교실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사가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영어·수학·과
학 등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변화된 수업의 형태이며, 대학생들이 해당 강의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것
과 같다. 학교수업이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
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교과교실제는 2009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교실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과
교실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였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이듬해부터 본격적
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지난해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적 수업교실 구현을 위한 교
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2014년까지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교실제의 유형은 처음에는 3가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모든 학생이 국어·영어·수
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 이상을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선진형(A형)과 자
신의 학급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교과교실이 있는 교과목의 수업만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
을 듣는 과목중점형(B형) 그리고 수준별수업형(C형)이다. 그러나 2011년 전면 확대 계획을 발
표하면서 교과교실 환경 구축 지원이 미흡한 C형을 없애고 A형과 B형 등 2개 유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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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요인들에 의해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
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과교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
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교실제는 A형인 선진형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보여 지나 대구의
경우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대부분 학교에서 B형인 과목중점형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교과교실제는 전국적으로 전체 5,440여개 중·고교의 41%인 2,244개 학교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184개 대상학교 중 65%인 120개 중·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표> 교과교실제 구축 현황(대구)
2009~2011년

2012년

구분

대상
학교수

과목중점형

선진형

과목중점형

선진형

중

118

36

2

19

고

66

44

5

계

184

80

7

합계

구축율

4(2)

61(2)

52%

10

0(1)

59(1)

89%

29

4(3)

120(3)

65%

* ( ) : 전환형(기존 과목중점형에서 선진형으로 전환학교수 임)

정부가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즉 교과교실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교실수업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는 측면과 사교육 경
감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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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과교실제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의 수준과 눈 높이에 맞
는 수업의 진행이 더욱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본다. 특히 일부 교과
교실제 운영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서도 사교육비
가 많이 줄어 들고 있다고 하니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014년 전면 시행에 앞서 교과교실제
에 대한 유형별 문제점과 불만요소를 찾아 이를 제거하여 현장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 교원 충원 문제, 학생 생활지도의 불편, 학급 관리 및 유대감 약화,
교실 이동에 따른 소지품 분실, 교실여건 미비 등 현재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현장
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특히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이 인성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예방대책 수립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이 교과교실제로 인해 학급과 담임을 벗어난 학교생활을 한다면 인성교육의 부재는 그야
말로 불 보듯이 눈에 선명하다 할 것이다. 본 의원이 2014년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이전에 교
육당국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성교
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후 교과교실제를 확대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변화라고 본다. 교과교실제가 교실수업의 질적 변화
없이 학생의 교실 이동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될 뿐이다. 단지 교사가
수업하기에 편리한 교실구조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변화를 통해 수업의 질적 변화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과교실제 성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력은 곧 교사에게 요
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교과교
실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교과교실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취
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 연수,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교과교
실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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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요인들에 의해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과교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수업 만
족도를 제고하여 교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강화로 이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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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은 .......
‘의지’의 문제
김대성

의원

1년에 하루 뿐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도 대구시청 앞에 마이크를 들고 전동휠
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들었다. 이 날은 어김없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장
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
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구나 하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청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꼭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심각한 문
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위가 있을 때마다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사
항을 들어줄 것 같이 약속을 하지만 항상 뒤통수를 치는 일이 대부분이다. 시위가 끝나면 입
닦고 없었던 일로 되어 건망증으로 돌아 간다.
올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고 우리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정책과 예산을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불가
결한 사항이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만
들거나 시설을 개선하였고,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이나 지하철 등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등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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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이 시청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꼭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
위가 있을 때마다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 같이 약속을
하지만 항상 뒤통수를 치는 일이 대부분이다. 시위가 끝나면 입 닦고
없었던 일로 되어 건망증으로 돌아 간다.

것은 우리 사회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을지언정 법, 제도 등 구조적으로 차별적 요인이 산재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가기에는 요원하다고 본다.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시혜나 배려의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제는 장애인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적극
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기회의 평등과 참여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장애인에게 기회와 참여의 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평등 조항이 있는 조례를 찾아 일대 정비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직
권면직 사유 중에 장애발생 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조의2에
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 중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라는 이유만
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같은조 제2호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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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제20조의 관람자의 입장 제한 사유 중 제1호 ‘타
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다.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기결정권, 자기선택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인지, 어떠한 용어의 사용이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모인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인식 전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아직 까지 도처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참여하고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날은 정책집행자 및 사회구성원들이 중증장애인과 더불
어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천명되는 날이라고 보며 그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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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방법
남정달

의원

Ⅰ. 들어가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자녀들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성취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밝은 마음과 영
롱한 정신 그리고 튼튼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금상첨화(錦上添花)』란 사자성어의
가르침처럼 기왕 학교에 다닐 바엔 학업성취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참으로 기쁘고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편견으로 노력은 해보지
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아왔습니다. 세상일은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려있
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그토록 염원
하는 ‘공부 잘 하기’는 우선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하고 학생 또한 정신일도(精神一到)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울 것인가에 대하여 접근해보겠습니다.

Ⅱ.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방법
공부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개인 삶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
고 어려워도 잘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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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은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공부
잘 하기’는 우선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하고 학생 또한 정신일도(精神
一到)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울 것인
가에 대하여 접근해보겠습니다.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이 엉켜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 드는 일이라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 효율적인 학교학습풍토 조성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 있는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풍토가 생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
입니다. 비슷한 여건 아래서의 학교 간 학력 격차는 바로 학교의 학습풍토에 기인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마
음을 합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에 열중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힘쓰지 않으
면 안 될 것입니다. 필자는 이를『효율적인 학교학습풍토 조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공부와 놀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행하도록 학습 방법의 기본을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
다. 다시 말하면 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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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학생)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우리 아이 학습예언 진단표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문항번호

질 문

1

우리 아이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가?

2

예절·매너가 존경 대상인가?

3

밝은 표정·웃는 얼굴인가?

4

맡은 일에 대하여 전문가로 생각하는가?

5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하는가?

6

매사에 긍정적인가?

7

구성원을 돕는 진실한 설득자인가?

8

일을 계획적·조직적으로 하는가?

9

새로운 상황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가?

10

평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가?

판정

내 용

확인

● 9 개 이상이면 최상의 학습 효과 획득
● 7-8개라면 상위의 학습 효과
● 6개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됨
● 5개 이하이면 학업성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3. 사람됨의 교육
가. 4 씨 기르기와 생활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행복의 근원이
라는 말과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정감 있는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4 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마음씨요,
둘째는 말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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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맵씨이고
마지막으로 솜씨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게 되고 인생살이에서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 바른 생각과 바른 행실

입천하지정위(立天下之正位), 행천하지대도(行天下之大道)

맹자(孟子 ? ~ ?)는 BC. 4세기 전반에 태어났습니다. 흔히 그의 어릴 적 이야기로 孟母 三遷
之敎, 斷機之戒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노(魯)나라로 유학하여 공자(孔子)의 손
자인 자사(子思)의 문하생에게 배웠습니다. 춘추전국시대를 살면서 그 난세에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주옥같은 처세훈(處世訓)을 남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고 있
습니다. 다음의 문구는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명구(名句)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
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정치판에서 코드(Code)에 맞추어 하는 패거리 정치, 무턱대
고 지름길만 찾으려는 기회주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기업 성장에 발목을 거
는 과격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쯤 새겨들어야 할 구절입니다.

다. 성공하려면?
성공이란 말은 흔히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성공을 일컫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엔 성공한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타자와의 비교에서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특성에 따른 달란트(Talent)가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올바로 파악하고 최대한
으로 개발하여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자세로 아래
의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

말

⇨ 행동 ⇨ 습관 ⇨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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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정의의 실현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인성(人性)을, 학교에선 적성(適性)
을, 사회에선 정의(正義)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모한다스 간디(1869-1948)의 일곱 가지 사회
악(惡)을 소개합니다.
(1) 노력 없는 부(富) : Wealth without work
(2) 양심 없는 쾌락(快樂) : Pleasure without conscience
(3) 인격 없는 지식(知識) : Knowledge without personality
(4) 도덕성 없는 상행위(商行爲) : Commerce without morality
(5) 인간성이 매몰된 과학(科學) : Science without humanity
(6) 희생 없는 신앙(信仰) : Worship without sacrifice
(7) 원칙 없는 정치(政治) : Politics without principle

4.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공부에도 왕도는 있습니다.『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본
일이 있는지요.
자녀(학생)의 학습동기유발이 미비한 상태에서 부모나 교사가 우격다짐으로 공부를 강요하
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
지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수-학습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 지식 : ‘무엇에 대한 앎 그 자체이다.

[형성평가로 제때 확인]

(2) 기능 : 지식+기능

[실기평가로 숙련도 확인]

(3) 태도 : 지식+ 기능+ 태도

[수행평가로 습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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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하는 십대들의 일곱 가지 특성
숀 코비가 저술한 책의 이름이다, 잘 활용하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자기 주도적으로 행하라.
(2)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라.
(3) 소중한 것부터 하라.
(4) 상생의 원리를 활용하라. - Win-win
(5) 경청한 후 자기 주장을 펴라.
(6) 시너지(Synergy) 효과를 잘 활용하라.
(7) 끊임없이 쇄신하라. -Change

다. 5차원 전면 교육
원동연 교수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잘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몸이 튼튼해야 한다.[체력]
(2) 뇌 발달에 힘써야 한다.[지력]
(3)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심력]
(4) 참고 견디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자기 통제력]
(5) 남을 배려하는 언행은 성공의 열쇠다.[인간관계]

라. 지식을 기르기 위한 10 가지 교훈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특히 지식을 기르
는 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지식을 기르기 위한 10대 교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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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둘째, ‘말하는 법’을 가르쳐라.
셋째,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넷째, ‘지식이 없는 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쳐라.
다섯째, ‘싫으면 하지 마라.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라.
여섯째, ‘배움은 꿀처럼 달다.’ 라고 되풀이하여 체험시켜라.
일곱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은 사실만을 가르쳐라.
여덟째, 잠자기 전에 반드시 책을 읽도록 하라.
아홉째,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도록 가르쳐라.
열째, 이야기나 우화의 교훈은 아이들 자신이 생각하게 가르쳐라.

마. 5분간의 시간 철학
모든 일에 성공하려면 남보다 5분 간 만 더 시간을 투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기
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을 시냇물까지 몰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란 서
양의 속담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나 교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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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서의 중요성과 내용의 지도
(1) 독서인의 10훈(訓)
1. 말을 적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라.
2. 가방에 항상 책을 넣고 다녀라.
3. 밤에 베개 밑에 책을 넣어두고 잠이 안 오면 그것을 읽어라.
4. 매일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어라.
5. 부엌에 있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혹은 전화를 걸 때 지니기 간편한 책을 지녀라.
6.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책을 가지고 가라.
7. 의사, 치과의사나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에는 책을 가지고 가라. 그 곳에 비치된 낡은 잡지를
왜 읽는가?
8. 교통이 혼잡할 때나 차 수리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서 차에 아직 읽지 않은 책을 넣
어 두어라.
9. 여행 다닐 때는 꼭 책을 소지하고 가라. 옆에 앉은 사람과 잡담하지 않을 것이다.
10. 손 안에 있는 책 한 권은 서점에 꽂힌 두 권의 책보다 값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 권장할 독서의 내용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화
여자대학교 이어령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가) 문(文), 사(史), 철(哲)을 읽어라.
(나) 각 300권씩만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3) 필자는 文. 史. 哲을 각 100권씩만 읽어도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 진취적인 활동 - R. H. D. O. C.는 아래 다섯 가지 단어의 머리 철자입니다.
(1) Read - 읽고 생각하며 생각하고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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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r - 남이 말할 때 생각하며 듣고 들으며 생각하기
(3) Discuss - 생각하며 토의하고 토의하며 생각하기
(4) Observe - 생각하며 관찰하고 관찰하며 생각하기
(5) Create -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생각하며 창조하기

아. 멜러비언 차트의 활용 : 인지의 방법
(1) 인간의 인지는 사물을 주의 깊게 볼(視) 때 55%의 효과,
(2) 인간의 인지는 잘 들을(聽) 때 38%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선생님이나 동료 학생이 설명할 때 잘 보아야 하고, 또한 잘 듣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미쳐야 성공합니다.』
영어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학생은 영어를 잘 합니다. 필자의 경우 7년 간 향나무 조각에 미
쳐본 결과로『조각가의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자녀들이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주도
적으로 집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차. 부모(교사)와 자녀 간의 대화
(1) 바람직한 대화(對話)의 방법
(가) S - M - S의 방법 실천하기
이것은 Short( 짧게 ), Mood( 분위기 있게), Smile( 미소를 띠고)의 첫 자인데 자녀와의 대화
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짧고, 무드 있게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하는 것
이 상대방 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 부모의 사랑스런 대화는 자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 대화는 우선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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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화와 꾸지람은 삼갑시다.
- 내가 너만 했을 때는,
- 아버지가 집에 오면 보자.
- 네 동생처럼 할 수 없니?
-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들어야지!
- 너는 무엇 하나 잘 하지 못하는 구나.
-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 너는 언제쯤 철이 들겠니? 등
1. 충분히 생각하고 가슴으로 말하라.
2. 따뜻하게 말하라.
3.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라.
4.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5. 협조를 구하는 말을 하라.
6. 유머(Humor)를 사용하라.
7.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말하라.
8.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말하라.
9. 중요한 것은 요점을 확인하면서 들어라.
10. 말을 가려서 하라.
#
• 말은 적당히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말은 적을수록 실수가 없으나. 말이 많으
면 적(敵)이 생긴다.
•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쉽게 믿어지지만,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가 없다.
• 입으로 하는 말은 적을수록 좋고, 몸으로 하는 말은 많을수록 좋다.[Body language]

(2) 자녀를 설득할 수 있는 대화 기법
첫째, 에토스적인 방법 - 예수, 공자, 석가 등 성인의 말씀
둘째, 로고스적인 방법 - 연역법, 귀납법, 인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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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파토스적인 방법 - 인간의 감정에 호소

카.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글귀는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첫째,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둘째,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셋째, 남을 때리지 말라.
넷째,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다섯째,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이 치워라.
여섯째,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일곱째,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 라고 말하라.
여덟째,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아홉째, 화장실 물을 꼭 내려라.
열째,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몸에 좋다.
열한째,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 공부도 하고,
- 생각도 하고,
- 매일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 노래도 부르고,
- 춤도 추고,
- 놀기도 하고,
- 일도 하라.
열두째,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열셋째, 경이로운 일에 눈떠라.
열넷째,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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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으며
자녀(학생)들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고납니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는 단지 체계적으로 계발해주느냐, 그렇지 못 하 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하여야 한다(사
명감), 하면 된다(신념), 할 수 있다(의지)』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
는다면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내로라』 하는 위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어린 시절 6. 25 전쟁을 겪고 자라났던 시절은 한 맺힌 가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연명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돌볼 여
유가 없었고, 형제자매가 서로 견제하며 가르쳐주고 커가면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말이지 요즈음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니, Dink 족(族)으로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Dink 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이니셜로 부부가 함께 벌어서
수입은 배로 늘이고 무자식으로 살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권에
진입하기까지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HRD)해온 덕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경제대국에 비하여 국토도 작고 부존의 자원마저 넉넉하지 못한 조
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수의 자녀를 생산하여 인재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지면을 통하여 난
마(亂麻)와 같은 자녀교육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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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단상
- 지역아동센타 순회기박성태

의원

명절마다 치르는 복지시설 방문 기회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번에 걸쳐 달성군내 지역
아동센타 20여 곳을 순회한 적이 있다. 아동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짧은 기간에 많이 생겨난 시설의 실태가 궁금하기도 해서였다.
3,4년 된 신생 시설이 많았지만 의외로 10년이 다돼가는 연륜 있는 시설도 두어 군데 있었
다. 지역 일꾼으로서 소외계층을 살피는 일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편이라 생각했으나 뒤늦
은 관심 표현이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다.
비전문가로서 조심스럽지만 최근 시설이 증가한 것은 아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그나마 행정기관의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
이든 그만큼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필자
도 그렇지만 동네일에, 특히 아이들 문제에 어느 정도만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어느 골목, 어
느 구석이 동네 문제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지 대충 안다. 그곳은 일반 아이들이 지나다
니기 꺼리고 어른들도 간혹 지나가다 마주치면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일부는 방범대 순찰
과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등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밝고 환하게 주변을 정비한 뒤로 개선되는
곳도 있지만 대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 후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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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은 지역아동센타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진 않
았다. 이들 시설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조직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대구와 경북을 아울러 있다고 하나 위치도 구미에 있어 대구
지역 센타 들이 만만하게 활용하기는 불편할뿐더러 실질적 역할도 충
분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이토록 웬 만한 동네마다 아이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치 덩어리이고 심각한 사회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지역아동센타는 동네마다 방치된 아이들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아동센타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이들 시설에 정
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조직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대구와 경북을 아울러 있다고 하나
위치도 구미에 있어 대구지역 센타 들이 만만하게 활용하기는 불편할뿐더러 실질적 역할도 충
분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지원금도 후원금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 많은 시설장들이 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지원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이를 제공하는 각종 기관이나 재단 혹은 단체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
시설마다 분위기나 운영의 주안점 등도 차이가 있어 보였다. 우선 시설부터 촌집에서 빌딩
까지 종류도 크기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공부 위주인데도 있는가 하면 예술이나 놀이 분야
가 활발한데도 있었다. 아마도 시설장의 경력이나 재능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도 있는것 같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열악한 시설에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
정과 사명감으로 좋은 평가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열의를 확인하며 다행
스러운 한편 외부의 부족한 이해와 지원 수준이 부끄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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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순회에서 가장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은 따로 있었다. 시설을 다 갖추고 간판까
지 내건 후 아이들을 찾아 나서면서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어느 일선 행정기관과 학교 관계
자의 경우 우리 관내는 그런 아이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군데
는 1,2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없
었다고 한다.
그 지역의 특성을 볼 때 대상 아동이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자기들대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사유를 들먹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일반
행정기관은 아이들 관리문제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 울타리
밖의 아동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관심도 없고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별
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짐작한다. 정보가 있어도 부끄러운 측면이라 감추려했을 가능성
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센타로 적극 소개
하거나 안내하고, 나아가 넘쳐나는 아이들을 위한 추가 시설 설립을 위해 관심 있는 사람을 찾
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사례도 목격할 수 있어 무척 반갑고 대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 국민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문제가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다. 특히
대구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소년의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 교육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가쟁명식의 원인규명과 대책이 요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
기도 하다. 다양한 측면의 분석과 해결책 모색은 당연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관 간, 기관과 민간 사이의 높은 칸막이가 아닐까 한다.
가만히 들어보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생님들은 흔히 한마디로 부모 탓을 한다. 지도하려
고 해도 오히려 대드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들더러 어찌 감당하라는 말이냐, 가정에서 기본
인성을 길러줘야지 라는 것이다. 이제는 체벌도 일체 못하게 하니 나올 만도 한 푸념이다. 교
육청 간부들의 뇌리에도 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아이를 체벌한다고 선생님에게 과격한 폭언,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부모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 선생님들의 이와 같은 생각도 크게 나무라기 어려운 점
도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야 부모를 탓해도 무방하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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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상 가정이 아닌 결손 가정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모만 탓하는 것은 현실을 모
르는 생각일 것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들 사이의 폭력은 상당히 줄어
들텐데 라고 흔히 선생님을 탓하곤 한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이들의 가정까지 챙기던 옛날
의 스승 상을 떠올리면 분명 일리가 있고 선생님들이 곱씹어 봐야할 지적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어느 한쪽만 탓하기에 오늘의 아이들 문제는 결코 예전처럼 그리 단순하거나
간단하지를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온갖 매체를 접하며 자란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정신적
으로 조숙할 뿐 아니라 전에 없이 늘어난 결손 가정 아이들의 가정교육 모두를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오늘의 아동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는 선생님도 학부모도 어느 일방에게
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당연히 선생님과 학부모간, 학교 또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와
의 협조체제가 필수 요건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아이들 문제
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울타리 밖의 일이라서 내 몰라라 하는 행태가 아직도 여전히 목격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 최근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말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공동
체’ 조직을 제안하며 일반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책임전가라는 반발로 인
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되고 부분적으로도 짐을 나눠지지 않으려
는 쪽도 문제지만 토요일 교육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 폭력과 소외계층 아이들, 또는 문제아
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 아닐까한다. 그전에 선생님과 학부모, 학교와
일반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부
터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처럼 늘어나고 있고 열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곳
의 지역아동센타들도 보다 수월하면서 알차게 제 기능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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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배지숙

의원

지난해 9월 24일 저는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에서 자살예방캠페인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질녁서 동틀때까지 2011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
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매년 1천여 명씩 참
가자가 늘어나 생명존중의 의미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밝은 대낮 햇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걷기 행사들은 내면 성찰보다는 육체의 건
강함이 돋보이게 되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달빛 아래에서 밤길을 걷는
것은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내 가족, 이웃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어 먼 길을 힘 들이지 않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
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에 대한 수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의 자살률
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0년 한 해만 15,413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매일 43명,
34분에 한 명씩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자살자 수가 전년대비 40%나 증가했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
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평균 6명이 심각한 충격을 받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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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에 대한 수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말해 주듯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0년 한 해만 15,413
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매일 43명, 34분에 한 명씩 스스로 세
상을 떠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자살자 수가 전년대비 40%
나 증가했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족을 발생시킵니다. 대화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유가족은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기
도 어려워 평생 마음 속에 자살자를 떠나 보내지 못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전 국민의 아픔이 되고 사회문제가 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에서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아 힘들어하며, 마음 속
에 쌓인 울분을 풀지 못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죽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이 맞서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이며 따스한 관심과 포옹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밝은 태양이 빛나는 희망의 시간도 있겠지만 어둠 속에 절망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는 생명의 전화(1588-9191)나 대구광
역시정신보건센터(1577-0199)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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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그랬듯이 올해도 거창한 계획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이
벌써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학생들의 모습도 신학기의 긴장감이랄까 기대
감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가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졸업생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나의 그런 얘기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
이 되었다고들 한다.
두 달이나 넘는 방학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쯤이면 나는 학생들과 어김없이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방학 때 뭘 하고 지낼 것인지’를 꼭 물어본다. 예전엔 여행을 하고 싶다거나 여행경비 조
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취업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화의 내용
도 점점 현실을 비판하거나 어두운 화제로 흐르기가 일쑤이다.
더구나 교수이자 시의원의 입장인 나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학생들 대화에 동참하여 현실
을 비판할 수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터라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이
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공감이 가는 문제들이다. 대학의 입학도 졸업 후 취업
률이 학과 선택의 첫째 조건이 되다보니 순수학문 보다 실용학문만을 선호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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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는 장밋빛 일색이다. 그러나 이에 맞춰 자신
의 삶도 함께 윤택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
의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체감하는 내 몫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기업은 잘사는데 개개인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일류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취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고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학
생들 사이에 떠도는 ‘취업재수’라는 신조어가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다. 어쩌다 청년창업자의
성공사례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청년들의 무분별한 창업으
로 젊은 나이에 회복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방학을 앞둔 캠프스의 분
위기는 사뭇 들뜨고 즐겁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는 장밋빛 일색이다. 그러나 이에 맞춰 자신의 삶도 함께 윤택해
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의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체감하는 내
몫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기업은 잘사는데 개개인의 근로자는 상대
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기업과 가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재
분배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청년들의 어깨를 눌러 꿈과 낭만
은 교과서 안의 단어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들의 흑자 운영이 이슈가 되어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계속 줄이고 있고,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내수 중소
기업은 더 힘들고 수출 하청 중소기업도 죽지 못해 회사를 돌리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중
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망이 어둡고 고용이 불안하니 젊은이들은 그런 곳
에는 가려 하지 않으니 청년실업자 수는 날이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순환의 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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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으면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지만 젊은이
들의 처진 어깨위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대답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사회가 이렇다보니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배
우자의 조건도 사람됨이나 인간성이 우선이었던 예전과는 매우 다르다. 여성들이 남성의 능
력을 첫째 조건으로 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성들도 배우자의 경제능력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니,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치열하기 그지없는 생활 전선인 것이다.
“나와 별 상관없는 일들이야⋯ 이렇게 마음 비우고 사는 편이 낫습니다. 몇 퍼센트 경제성장
을 했다느니,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다느니 떠들어도 와 닿지 않아요. 되레 화가 납니다. 앞으
로 나아진다는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요.”라는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때면 어쩐지 망치로 내 뒤통
수를 치는 듯하여 그냥 머리를 긁적일 수밖에 없다. 답변이 궁색해지거나 이런 학생들의 불만
과 갈등이 분출돼 사회 전체를 불행에 빠트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 슬며시 화제를 돌
려버리기도 한다.
인간도 모든 장기들이 다 제 기능을 해야 건강하듯이 사회도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도 제각각
충실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머리와 가슴에 해당하는 대학이 제 구실
을 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수로서 학생들의 숱한 문제에 대
한 바른 판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쉬움으
로 남는다. 나의 위치에서 직시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다.
한편 끊임없이 양심의 불빛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는 자 앞에는 반드시 장래가 보장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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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맞춤식 교육이니 주문식 교육이니 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를 공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면, 즉 취업을 시키지
못하면, 폐과와 해고라는 몸살을 앓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은 필사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살펴
야 한다.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는 학생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나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외의 순수학문이나 기초학문을 다루는 학과는 더 이
상 설 자리가 없다.
모든 국민의 자녀 교육 목표가 ‘의대 보내기’라는 극단적 말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의대 이외
의 학과는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마지못해 가는 들러리 학과로 전락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이젠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할까?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 아닐까?
나는 인재의 수요처인 기업에서부터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인재선발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할 런
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멀리 보고 생각하면 조급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당장 알 수 있
다. 인재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 창의력도 기초가 튼튼한 곳에서 꽃이 핀다. 따라서 기업
은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기초가 튼튼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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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물론 대학이 맑고 깨끗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대학이 합
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정이나 부패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신뢰
가 있어야 비로소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본능일 것이다. 이러한 본능은 대학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어느 정도 기능할 것이다.

야 한다. 물론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고 실력이나 잠재능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특
정 시점(18세)의 성적이나 대학 간판을 보고 무조건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명분이나 대학 간판을 보고 인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기업은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인재를 선
발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언젠가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제도를 운용해야한다. 종업원을 선발할 때, 긴 안목에서 신중하
게 사람을 평가하고 고르되 일단 종업원으로 선발하면 조직을 능동적 활성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걸핏하면 사람을 해고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종신고용제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연공서열제도 시
대에 뒤떨어진 열등한 제도인 것만은 아니다.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의 장점을 연구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도 하에서 종업원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생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회사
일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지역 사회와 국가 모두가 번영하게 된다. 그렇게만 된
다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의사나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야 못하겠지만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다.

제14집 의회보 I 131

ਘ࢛ײ

수입과 위험, 고통과 보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편견 없
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직종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부조화
가 지속되면 인재가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
현재의 고용제도 하에서 기업에 종사하는 것은 위험과 고통이 너무 크다. 의대로, 사범대로,
교대로, 공무원으로 인재가 쏠리는 이유이다. 기업이 인재선발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
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의 기형적인 교육 현장은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현재의 인재선발시스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론적인 방식으로 다시 짜고, 안정적
인 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들과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기업의 장기적 인재선발시스템과 안정적인 고용제도는 당연히 대학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기업이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찾는다면 대학은 기업이 찾는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공
급하기 위해 순수학문이나 기초학문 육성에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교
육은 학원이나 전문대학의 몫이 될 것이다. 대학은 좀 더 순수하고 근본적인 학문을 가르쳐 그
야말로 기초가 튼튼한, 그래서 무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
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실용학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용학문은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나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용
학문은 수요가 많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용학문은 내버려두어도 스스로 번성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다. 실용학문 전공자는 기초
학문을 배울 기회가 잘 없겠지만, 순수학문을 익힌 사람은 곧 자기가 배운 순수학문을 응용하여
실용학문을 배울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학문 전공자는 말 그대로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실용학문에 대한 이해가 빨라
처음부터 실용학문을 배운 사림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선 순수학문은 후방관련
효과가 매우 큰 일종의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초학문이나 문화·예술을 중시하고 적
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실용학문을 숭상한 청나라보다 명나라나 한·당·송나라가 더욱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고, 실학파가 득세했던 조선말보다 오히려 세종조가 더욱 국운이 융성했다는 것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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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해준다.
대학이 본연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가져
야 한다. 대학이 자기 학생을 자기 방식대로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야 다양한 대학
에서 다양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대학이 맑고 깨끗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대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정이나 부패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본능일 것이다. 이러한 본능은 대학
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어느 정도 기능할 것이다.
물론 자율화에 다소의 혼란이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그만 혼란을 겁낼 필요는 없다. 혼
란이나 어쩌면 우주의 본질이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색깔은 파격이자 멋이며, 창의력을 낳는 자궁이다.
완벽한 기준을 적용해 대학을 정확히 서열화 시키고 학생을 완벽히 평가하여 그에 따라 정
확히 각 대학에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인간의 등급을 매긴 낙
인인 출신대학 이름을 각자의 이마에 새기고 다닌다고 상상해보라.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기업과 대학이 변화하면 학생은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취업이 가능
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수입이 각 업종 간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학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것이고 특정학과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파레토 최적 상태를 동시에 누리게 될 것이
다. 기업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고, 정부는 순수학문이나
기초학문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다소 미련스
럽게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위험과 고통에 상응하는 균형 있는 보
상을 가져다준다.
자기가 자신 있고 잘 하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모
두가 윈윈할 수 있다. 출발의 실마리는 기업이 먼저 찾아야 한다. 요컨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
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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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관광(Culinary Tourism)
윤성아

의원

Introduction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식을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뉴욕에 찾아가 뉴요커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유럽에서 한식 전시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우리음식을 제대로 선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음식은 다른 나라나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빠르고 쉽게 그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필
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컬리너리 투어(음식문화관광)는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
고 있다. 음식은 그 지역의 독특한 역사, 지리,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타 관광상품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2011년에는 전
년보다 11.3% 증가한 979만 4,796명에 이르렀고, 지난해 3분기에는 사상최고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다. 방한을 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따르면 한국방문 이유 중 한식은 상위
순위에 자리매김해왔다.
최근의 관광트렌드를 살펴보면, 과거의 각종 명소를 구경하는 식의 여행보다 ‘테마여행’ 또
는 ‘체험여행’과 같이 각자의 관심분야를 새롭게 경험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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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다른 나라나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빠르고 쉽게 그 나라 문화
를 경험할 수 있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컬리너리 투어(음
식문화관광)는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식은 그 지역의
독특한 역사, 지리,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타 관
광상품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있는 여행을 점차 선호하는 추세다. 컬리너리투어리즘은 관광시장에서 20세기 중엽, 틈새시
장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관광객의 음식에 대한 관심 및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음식은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품
으로도 인식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What is Culinary Tourism?
음식문화관광(컬리너리 투어리즘)은 ‘식’관련 분야를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
고, 이를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또 음식문화관광은 기존의 구경하는 관광상품과는 달리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체험관광 상품’이며,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이 연계된 ‘6차 산업형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식레스토랑을 비롯해 농산물, 전통시장, 향토음식, 길거리음식, 요리사들 등 미식관광의
소재가 미래 인바운드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우
리 음식문화의 자원은 외국인들을 유인할만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음
식관광목저지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제는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
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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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inary Tourism(미식관광)

Culinary Tourism is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repared food/drink as an
attraction for visitors.
(미식관광이란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고 추억이 될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엄선된 음식/주류,
서비스를 개발하고 알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주목할만한 식당의 셰프가 방문객 앞에서 직접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2. 셰프들 간의 경합을 관람한다.
3. 새로운 식당이나 바의 오프닝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참가한다.
4. 음식, 포도주, 또는 맥주, 전통주 축제에 참가한다.
5. 특별한 식자재를 탬색하고 쇼핑도 하며 수확한다.
6. 와인루트를 따라 여행한다.
7. 쿠킹클래스에 참가한다.

Why food tourism is becoming more important?
1. 소비패턴의 변화 : “품격”Quality, ”공정거래” Fair trading
2. 고령화 사회 : 레저소비의 40%가 50세 이상에서 발생
3. 개성을 추구하는 트렌드 : 개인적인 특별함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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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적 소비 :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선호
5. 스타쉐프의 등장과 미디어 효과
6. 웰빙음식의 선호
7. 생활의 활력소로서의 “외식”
8.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보편화
9. 문화자산(culture capital)과 차별화된 관광
10. 식품과학 : food miles, low carbon food

미식관광의 성공조건
한식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슷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맛과 식문화를 가졌다. 이미
기내식 개발자, 음식기자, 셰프,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다양한 한식을 먹어보고 경험해 보기 위
해서 한국을 방문한다. 또 최근 들어 한국음식에 대한 해외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어 있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한식의 세계화 정책 및 음식문화 홍보사업을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
고자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기존의 한식의 세계화 사업들은 ‘세계인들이 즐기는 우리한식’이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에 직접 나가 한식세계화 사업을 알리는 일회성 홍보행사위주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식품업계나 외식 및 관광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한식세계화의 상
과는 극 미약했다. 만약 세계인들이 우리 한식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할 수
있다면 국제관광산업과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1. 지역의 특성화된 농업생산 및 agritainment
2. 특화된 식자재를 이용한 의미있는 식음료 : organic food, local food, seasonal food
3. 실력있는 셰프와 감동적인 서비스 : CIA와 같은 최고의 조리학교 필요성 대두
4. 조리체험 및 농사체험 프로그램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
5. 음식과 관련된 쇼핑 : Farmer’s Market, 재래시장, 오일장, 지역특산물시장
6. 편안하고 청결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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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대구의 음식관련 문화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안을 몇가지 해봅니다.

1)관광객은 대구의 역사가 느껴지는 요소와 자기 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한다.
: 대구의 뒷골목 투어와 또 대구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길거리 음식을 접하고 또 푸드큐레
이터가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한식 먹는 방법’을 직접 소개하고
한국음식의 음식문화에 호감을 가지게 하며 가장 한국적인 것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어 이들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2) 문화적배경, 종교적 배경에 따른 한식투어의 기획
: 최근들어 채식주의자는 물론, 고기나 달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가 한식을
찾는 경우가 잦다. 이들에게 대구에 팔공산중심으로 사찰들을 소개하고 사찰음식을 맛보
게 하고 한국음식의 깊이와 맛을 보게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커리너리 투어를 기획
해 보면 어떨까⋯

3)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 한국을 여행중인 관광객들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음식에는 한국의 문화
와 역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음식에
얽힌 예로부터 내려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면
우리 대구에는 아주 특색있는 대구의 10味 음식이 있다. 이를 진정한 미식여행의 코스로
제안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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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생존권이 걸린 물!!!
안전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재술

의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다. 물은 대체제가 없고 오직 물 만이
물을 대신할 수 있다.
20세기 국제간 분쟁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의 중요성
이 부각되는 만큼 물을 둘러싼 갈등 또한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
및 개발, 이용 그리고 환경, 사회적 문제로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정부
와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 위천공단 문제를
두고 대구와 부산이 대립한 사례나 남강댐의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경상남도가
격렬히 반대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물 문제 해결은 생존과 생활영역을 넘어 국민 통합에도 중
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낙동강 하천수에 대한 식수 의존도가 높은 대구지역은 지난 20년동안 극심한 물 공포를 겪
으며 지내왔다. 대구 취수원인 낙동강의 경우 지난 1991년 페놀유출사고 이래 발암성 물질 검
출, 중금속기준 초과, 1,4-다이옥산 검출, 퍼클로레이트 유출 등 크고 작은 수질사고가 끊임없
이 발생했고 특히, 2009년에는 1,4-다이옥산 오염사고로 인해 대구시가 취수 중단 사태까지
가면서, 대구시민들은 항상 ‘수돗물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수질오염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수돗물의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대구시는「경북·대구맑은 물 공급사업」이른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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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둘러싼 갈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에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
이 그를 수 없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낙동강을 주요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경
북은 명백히 한 뿌리이자 한마음 공동체이다.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대응 등에서 보여 주듯이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취수원 구미이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타나면서 취수원 이전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대구시민들에 대
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기회는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과연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를 경제적 타당성인 B/C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강 하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맑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는 없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에 대한 문제를 지역간 대결구도로 보고 그 책임을 모두 지자
체간의 이해관계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취수원 이전의 문제를 대구와 구미, 경북간
의 상호 감정싸움, 대립이라는 측면만으로 변질시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물을 둘러싼 갈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에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를 수 없다.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낙동강을
주요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경북은 명백히 한 뿌리이자 한마음 공동체이다.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대응 등에서 보여 주듯이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아
니라 협력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취수원 이전으로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고충에 대한
인식과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한 타도시의 광역취수
원 이전 사례를 보면 영산강, 금강수계는 1996년도와 2009년 취수원을 주암댐과 대청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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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였고, 한강수계도 현재 수질이 더 좋은 잠실 수중보 지점으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을 고루 나누어 먹는 일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이다. 특히 취수원 이전을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는 물
론,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등 경북·대구권 광역상수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맑은 물 공급은 대구·경북은 물론 더 나아가 부산·경남의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취수원을 상류로 옮길 필요가 있으며 궁극
적으로 안동댐에 취수원을 두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
은 현재의 낙동강에서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에서 수돗물을 직접 취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
한 대안은 대구시역의 수돗물 질을 댐 물로 통일하면서 먹는 물의 낙동강 오염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직결되는 ‘물’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이다. 취수원을 둘러싼 지역민들 간에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앞장 서야 한다.
문제가 터졌을 때 임시 미봉책이 아닌 대구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취수원 이전을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이슈화 하
고 공약사업으로 가시화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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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이재화

의원

반갑습니다.
대구시민여러분 그리고 서구주민 여러분
이재화 시의원입니다.
선거에 임한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초선의원의 한계와 더불어 2년 동안 여러 가지 지나온 회상
과 일들의 보람을 의정평가서로 대신하며 이제 2년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발의 의안 16건,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3건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주민의 편에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청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구가 그리
고 서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구지역 당원들과 논의하여 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토론하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야말로 두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하여 비로서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진정성을 느끼고 정책을 알고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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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펙트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
니다. 한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끝까지 챙기고 확인해서 개선
될 때 까지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펙트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끝
까지 챙기고 확인해서 개선될 때 까지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관료조직을 쉽게 바꾸기는 참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사적으로
는 잘못을 인정해도 공적시스템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
는 것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틀린 것을 바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더라도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논쟁되는 사안으로 다수 의원들과 논쟁하더라도, 그 감정을 의회 밖에서
까지 유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주장과 사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의회 속기록에 남기면 될 것이고, 이후 선거때 주민들게 사실을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서로 의원의 신분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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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적시해서
이야기 하되 상대편의 이야기는 꼭 들어 주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틀렸다고 절대로 이야
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인에게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조금은 쓴소리를 합니다. 즉 현실과 맞
지 않는 부분, 직접 의회 입장에서 경험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일 처리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려 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노력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
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소통하며 땀을 흘리
고자 합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묵묵히 서구 지역사회를 지키고 있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두서 없이 서술하였습니다.
대구시민 및 서구 지역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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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최병욱

의원

인성교육이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이다. 인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인성교육의 필
요성과 그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일단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교
육은 인성+교육인가, 아니면 인성교육인가? 그리고 인성이란 것을 인위적인 교육으로 가르
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으
며, 많은 논의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따른다고 가정해 보
더라도, 그에 합당한 결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글
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21세기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바
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인
성’이란 단어와 ‘교육’이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인성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말하
자면 사람의 성품이다.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에 따른 행동의 특성이라 하겠다. 여기에 대
중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더해 본다면, 인성이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질로서, 개인의
가치, 신념, 기호, 감정과, 그 개인이 포함된 사회에서 용인되는 여러가지 도덕적, 관습적 잣대
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어떠한 정신적 방향성이 구체적인, 그리고 일관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은 정범모 선생의 조작적인 정의에 따라 ‘계획적인 인
간행동의 변화’로 정의해 보면, 인성교육이란 ‘계획적인 인성의 변화 또는 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획적이란 것은 의도된, 그리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진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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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형성을 위해서는 실천적인 노작교육(勞作敎育)이 일부라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
식의 주입만이 아닌, 실제로 일을 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협동의 중요성을 깨치고 직접 체험을 통해 노동의 중요함과
사물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인성교육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국제
화, 정보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치가 맞부딪히는 경쟁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또한 남성과 여
성의 성역할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가 기대하는 인간상에 대한 기준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따
라서 외면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었던 가부장적인 남성관, 현모양처적인 여
성관에 따른 인성이 아닌,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다면적인 기준을 가진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스로의 신념과 꿈
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폭넓은 인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은 이전과는 달라졌을지언정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인성은 예나 지금이나 ‘전인적(全
人的) 인간’임에는 변함이 없다. 위에서 제시한 외면적, 내면적 요건들도 결국 그러한 전인적
인간관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단순히 모든 것을 취하는 명
분적인 교육이 아닌, 21세기의 보편적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인성교
육을 추구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이전에는 있었으되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사라진 전
통적인 가치인 ‘정(情)’의 인성을 들 수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친절, 타인에 대한 배려, 인심
(人心)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특징으로서 지금에 와
서도 권장되는 보편적인 사회적 인성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전인적인,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잡힌 인간적인 따뜻함을 포함하는 인성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성형성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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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노작교육(勞作敎育)이 일부라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라나
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주입만이 아닌, 자연 속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과정에서 자신
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협동의 중요성을 깨치고 직접 체험을 통해 노동의 중요함과 사물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유럽에서는 숲과 자연 체험이 자녀들 인성교육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자녀교육에 도입해 왔다. 자연 속에서
노는 것으로 놀라움이나 감동을 체험하게하고, 풍부한 감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자연과 환경
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한다. 머리로 아는 지식, 간접적으로만 아
는 지식으로는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전쟁에 직접 나가본
사람이 아는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은, 단순히 매체로 그것을 접한 사람의 그것으로는 따라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날로 흉폭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부모는 먼저 자녀들의 건강관리와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기초 문화인 전통 예절은 인성을 바르게 길러주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인성교육에 치중한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재조명하여 우리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인성을 기르는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 반드시 어렸을 때에 익히게 하려고 소학(小學)
에 명시되어 있다.
한 시대에 머무르는 공시적인 인성교육이 아닌, 시대를 막론하고 통시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야 할 인성교육이란 결국은 보편적이고 영구불변한 가치를 가진 것들, 다시 말하면 믿음, 사
랑, 신뢰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다. 이는 시대가 변하고 문물이 바뀌
어도 결국은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1세
기의 인성교육 역시 이러한 가치들을 소중히 함으로써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일차적 장(場)인 가정교육의 회복없는 학교 교육으로써의 인성교
육은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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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다
홍창호

의원

이명박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선진 일류국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선진 법치주의가 정착
될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법치주
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자 헌법 원리로서, 법은 법치주의
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현대 국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운영
을 위해 대부분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의 근간은 국가의 경우는 법률, 대통
령령, 총리령·부령 등 법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이다. 따라
서 주요 정책이 법령과 자치법규로 잘 입법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법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킬 수 있는 좋은 법규, 즉 품질
이 높은 법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 참여와 소통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좋은 법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서부터 꼭 필요한 만
큼만 규정되고 그 수권(授權) 규정에 따라 하위법규에서도 소관사항에 맞게 체계적으로 규정
되어야 한다. 또, 만들 때에는 아무리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그에 맞추어 고쳐지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입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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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치법규 선진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
체가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는 시대도 곧 다가올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법규가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짐으로써 궁극적
으로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제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규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품질이 높은 법제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잠재성장률인 3%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는데, 이
러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제도와 같은 기
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에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등을 철
폐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규상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경제주체의 법적 안
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법
령상 규제개혁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
상당 부분이 조례 등 자치법규로 위임되거나 세부적인 집행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
해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법령에서 금전적 부담의 감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경우라든
지 인허가 등의 시설 등 기준과 행정절차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완화 내지 간소화할 수 있
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이나 기업이 현실적으
로는 제도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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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입법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
하면서 자율권을 넓혀 갈 수 있다고 본다. 즉, 상위법령이 위임하거나 상위법령과 모순·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자치조례도 보다 창의적으로 만
들어 간다면 자치입법권을 나름대로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는 등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조례 등을 포함한 국내 법규 전반의 품질과 투명성·명확성을 높여 글로벌 선진법제로 나아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넓게 보면 국내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의 확대에 맞춘 이행 법률 등 상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처럼, 조례 등 자치법
규의 경우에도 FTA의 주요 원칙이나 기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례 등 자치법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외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노력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 자치법규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치법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서는 대구시의 경우에도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소관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개선 노력을 정부 차원에
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
한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자치법규의 입안·운용과 정비 등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전문적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충
분히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선진법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시대
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정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
게 개선해 나가는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개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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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규제개혁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치법규 선진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는 시대도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법규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제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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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꼭 실현되기를......
이재술

의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30년 만에 재개되는 지방자치에 부푼
기대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대 속에 출발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올해로 21년에 이르면
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제도적 수준의 지방자치는 돌이
키기 힘든 추세가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성숙이 곧바로 지방정치의 민주화나, 지방자치권 확보로 이어지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못 회의적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 성
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이 고사직전이라
는 공감대 형성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이
강화돼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
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는 지방과 서울의 경쟁력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으며, 지방주민과 서울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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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
기는 중앙집권에 따른 결과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
권화가 필요하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 현실과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는 방안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추풍령 효과’라고 해석될 정도로 충청과 강원권까지 집어삼킨
수도권은 국토의 절반까지 남하하였으며, 이제 남은 것은 추풍령 이남뿐이다. 돈도 사람도 추
풍령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차 심각해 지고 있다.
모든 것을 중앙에서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비사업에 지방정부간 경쟁까지
붙여놓아 수습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지방에 사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중앙집권에 따
른 결과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화가 필요하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 현실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
고, 그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는
방안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또한 국가와 국가간,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
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
부 현상이 심각하다. 지금처럼 중앙집권의 논리로만 간다면 지방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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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과 재원 분산을 통해 지역
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권력교체기이기에 지방분권을 추
진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와 공감
대 형성에 더욱 주력 할 뿐만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이번 만큼은 지방분권이 이슈
로만 끝나지 않고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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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은 위대한 유산이다
양정 수

대구광역시 의정회 전 회장

얼마 전, 대학을 마치고 대구에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에게 대구하면 맨 먼저 떠
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답인 즉슨 ‘덥다’였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뭐
냐고 또 한 번 물었더니 ‘보수적’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뭔가 다른 게 나오겠지 하는 기대로 다
른 건 없냐고 물어봤더니 실망스럽게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팔공산, 약령시, 진골목, 방천시장, 따로국밥, 찜갈비, 막창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명소, 먹을거
리가 있지만 단지 ‘덥다’가 떠오르다니! 게다가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가 아닌가.
무엇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대구를 ‘더운 곳’, ‘보수적인 곳’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게 만들었
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특산물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약하다는 말이다.
즉,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특색이 없는, 단지 잠시 스쳐가는 도시일
뿐이고 기억에서 점점 사그라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
재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대구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리시스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원인을 ‘통합’과 ‘결집’에 온 힘을
모으지 못했던 점에서 찾게 되었다.
먼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제주올레 길’을 한번 살펴
보자. ‘올레’라는 말은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며, 통상 큰 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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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주올레 길에서 우리는 ‘통합’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제주올레 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력·자원·시
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단일 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지는 좁은 길을 말한다. 이것을 차용하여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걷기 좋은 길을 선별하여 서
로 연결하여 코스를 만든 것이 바로 ‘제주올레 길’이다.
이 제주올레 길에서 우리는 ‘통합’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제주올레 길은 ‘사단법인 제주올
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력·자원·시간의 손실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단일 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 단체는 사업을 함에 있
어서 주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결국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제
주올레를 관광 상품으로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올레길 제주올레 패스포트’라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각 코스별 완주 스템프를 찍고,
교통, 숙박을 할인받을 수 있는 등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아카데
미, 기념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효과적인 관광 상품화를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감한 사업 주체에 대한 ‘통합’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더라도 성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비해 대구 팔공산은 어떠한가. 수많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산재해 있는
팔공산이지만 현재 5개 시·군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문화
재 보존에 집중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
서 예산과 인력이 통합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그 효율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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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란 그래서 중요하다. 보다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일관된 단체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산재해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접근해 가는 거시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결집’이란 무엇인지, 그 성공적인 예로 남이섬을 살펴보자. 남이섬은 현재의 관
광자원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방하리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땅에 불과하다가
1960년대 중반 한 관광 회사에서 사들여 잔디밭과 오솔길을 만들고 위락 시설을 갖추어 유원
지로 꾸몄다.
하지만 남이섬은 무성한 자연림을 제외하면 타 유원지와 차별화되지 않는 하나의 관광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보다 공격적인 전략에 따라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하고 동화작가인
강우현씨가 새로운 CEO로 임명됨에 따라 남이섬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남이섬만의 특
색을 가진 환경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봇대, 천막 등 인공적인 시설을 없애고 물안개, 별밤,
고드름, 모닥불 등을 정규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자연 친화적인 남이섬의 이미지를 강화하였
다. 그리고 낡은 건물 역시 최대한 손질하여 ‘낡음’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TV 인기 드라마였던 ‘겨울연가’의 촬영장소로 제공됨에 따라 무료로 남이섬을 홍보할
수 있었고, 드라마가 일본의 한류(한국드라마)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일본인 관광객
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더불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2006년부터는 ‘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일종의 가상 국가를
만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가상의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구입해야 한다. 심지어 여기서만 통용되는 화폐, 여권도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바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와의 ‘결집’이다. 남이섬은 다른 일
반적인 섬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와 조화를 이룸
으로써 관광명소 섬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여러 가지 레저 공간, 다양한 숙박시설 등 다양
한 하드웨어 위에 ‘겨울연가’, ‘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요소가 결집됨에 따라 남
이섬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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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팔공산 역시 ‘하드웨어’만으로는 어디다 내놓아도 좋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것을 평면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첨가되어야 한다. 그 지역의 전설, 민담,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에 얽힌 이야기 등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컴퓨터 산
업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결집’ 없이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과거 경
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하나 더, 국내만이 아니라 가까운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의 ‘삿포로’가 있다. 삿포로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호카이도의 중심 도시이다. 그래서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 통
신이 자주 단절되던 오지였다. 그들은 이러한 단점을 ‘눈 축제’라는 관광 상품으로 승화시켰다.
이 축제는 매년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지만 이곳 삿포로 주민들은 눈 축제를 위하여 거
의 1년 동안 준비를 한다고 한다. 축제 기간 전시 될 눈 조각을 위해서 1년 전부터 틀을 만들고
자위대가 이 조각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눈을 수송해 준다고 한다. 여기에 수많은 자원봉사
자와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보태진다. 이러한 민·관·군의 노력이 해마다 200만 명 이상
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축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추위’와 ‘눈’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축제’라는 소프트웨어를 결집한 것을 볼 수 있다. ‘통
합’과 ‘결집’을 통하여 만든 이 축제가 세계 3대 축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때, 대구도 ‘폭염’이라는 기후적 단점을 나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가 있었다. 바로 수성구
의 ‘폭염축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가 질문을 던졌던 그 청년이 가졌던 대구 이미지인 ‘더위’
를 관광 상품화 하고자 했던 이 폭염축제는 대구 시민에게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긍정적
인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
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통합’과 ‘결집’의 부
재로 비롯된 결과이다. 민·관이 서로 결집되지 않고 일 방향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성 행사는
결국 단발성 행사로 끝나게 마련이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한번 개발하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위대한 자산이다. 그
러니 우선 우리의 명산인 팔공산부터 시작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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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공산에는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등의 많은 사찰과 고려 초조대장경, 갓바위, 제2석
굴암 등의 문화유산, 거기에 온천, 케이블카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훌륭한 하드웨어 위에 얹힐 다양한 요소들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의정
회의 건의로 만든 17km여에 달하는 단풍나무 길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콘텐츠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내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화 집단시설지구’의 인근 활성화이다. 지금 이곳은
팔공산 등반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단순히 지나가는 장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팔공산의 첫 인상인 이곳에 단풍 숲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풍성한 단
풍 숲으로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추억이 시작되고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누구라도 대구하면 맨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명소로서의 팔공산과 거기에 더해진 소프트웨어
인 다양한 스토리의 개발과 홍보에 덧붙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개발을 통해 멀지 않은 미
래에 대구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민·관의 ‘통합’과 ‘결집’이 절실하다.
‘대구’의 이미지는 ‘대구시’만의 일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일이기도 하다. 지금이 바로 우리
대구시민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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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캣>,
알 수 없는 미래를 이기는 힘1
권 업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영원한 격동의 시대１
질서의 세계에서 혼돈의 세계로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미래에 벌어질 사건 역시 그 패턴을 따른
다’는 소위 자연과학적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은 과학을 넘어 우리들의 일상까지 지배해왔다.
예컨대 뉴튼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은 행성운동의 궤도와 주기를 예측할 수 있게 했고 자동차
를 비롯해 우리가 쓰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운동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자연과학에
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법칙’이라는 질서에 의해 운행되는 조화로운 세계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인류 지성사를 관통하는 주된 흐름이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질서정연한 세계관이 순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세상은 질서의
세계가 아닌 복잡성에 의해 지배되는 혼돈의 세계(카오스)라는 것이다. 복잡성의 세계에서 역
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으며, 사회변화의 과정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않고 반복되지도 않는 새
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잡성의 세계에서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뜻한 봄날 브라질에서 하늘거리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
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지식을 웹상에 띄워
놓으면 그 지식이 어떻게 가지를 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한 정보를 올리면 이 정보가 어
１ㅤ필자의 저서 ‘스캣’(2012년 6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 예정)에서 스캣의 정의 부문을 발췌,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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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캣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일
선 말단부서까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
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다원적 지역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에 따른 일률적이고 경직된 자원배분원칙과 불필요한 부문에서 계획만능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떤 모습으로 어디로 갈지, 또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웹상의 정보나 지식은
성냥불 연기나 카페라떼에 떠있는 크림처럼 그 움직임이 무질서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이처
럼 복잡계를 전제로 하는 세계관은 이미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 모
두에게 일대 혁명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위기, 환율변화, 주식가격
의 폭락, 심지어 날씨의 변화까지 복잡계적 사고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4대 투자은행 중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 린치가 침몰하며 세계를 공포
로 몰아넣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금융위기가 GM을 몰락시키는 실물위기
로 이어지며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한참 잘나가기로 소문났던 아이슬랜드를 단숨
에 국가부도사태로 빠뜨리고, 태평양 너머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펀드까지 반 토막 낼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얼 했기에 경고음조차 울리지 못했을까?
IMF 외환위기와는 달리 우리 잘못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 기가 찰 노릇
인 것이다. 과거 크라이슬러나 닛산의 파산사태 때는 그저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앞으
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넋을 놓고 한숨만 쉬고 계시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세
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과거와의 단절,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당장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딱히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현존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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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투자전문가보다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춰 ‘월가의 요다’ ２라 불리는 피터 번스타인의
말이다.
“우리는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생존하기 위한 시스템,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과신하게 될지 모
르니까요.“

알 수 없는 미래
우리 시대의 혁명가 게리 해멀은 점진적 변화로 이어온 진화의 시대는 가고 불연속적인 혁
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고 선언한다. 그가 말하는 혁명의 시대는 부의 생성과 소멸이 머리
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속히 일어나는 격변의 시대이며, 변화양상 자체가 변화하여 도저히 예
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라고 말한다. 미래에서는 기회가 광속으로 왔다가 사라지고 창조적
파괴의 바람이 허리케인으로 바뀌어 굼뜨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사막에 굴러다니는
텀블링 트리(tumbling tree)처럼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온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장경제체제는 국가와 경제체
제를 초월하여 탈규제와 사유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인류역사의 산물인 모든 이데올로기를 맹
렬한 기세로 휩쓸고 있다는 말로 그의 역저 <역사의 종말> 이야기를 시작한다. 글로벌화한 시
장경제체제는 역사변화의 점진성에 종말을 고하고 세계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바다로 내몰
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욕구 표출의 자유와 이에 따른 변화 동인의
글로벌화를, 경제의 글로벌화는 변화의 파급효과가 시공을 초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부터 불어 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위험자
산을 경쟁적 팔아치우는 소위 디레버리지를 통하여 전 세계로 파급되며 국가의 경제 자주권을
２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스터 요다(Yoda)’. 그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제다이
전사들을 길러낸 스승이자, 제다이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 잡힐 때마다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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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시킬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타올랐다. 앨 고어 전 미부통령의 수석대변인을 지내면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이번 위기의 요인과 의미를 특유의 명쾌한 논리로
설명한다.３
“아무도 큰 그림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당 못할 주택담보대출이
증권에 얹히고, 전 세계로 뿌려지는 과정에서 모두들 부분에만 집착해 있었다. 그러다가 지탱
불가능해진 것이다..........이번 위기로 전 세계가 얼마나 서로 꽁꽁 묶여 있는지 알게 됐다. 10
년 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계획은 완전히 난센스다. 완벽한 쓰레기다. 그대
로 될 리가 없다.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다니엘 핑크의 말은 다소 과격하게 들리지만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격동적인 변화양상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계획이란 작업은 기획과 실행의 시간적 괴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 존재의 이유가 결정된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빨리 변
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니 계획이란 작업도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우리는 그저 미래예측 능력이 모자람을 한탄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예
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가 정보기술을 기반
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구현되어, 세계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과 사건의 확산작용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알 수
없는 미래’의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바로 일시적이 아닌 격심한 변동이 일상
화 된 ‘영원한 격동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벌써 여러 번 터졌지 않았는가? 업
종의 벽을 파괴하며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선도하
는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은 휴대전화 세계 1위 업체인 노키아와 3위 업체인 LG전자를 순식간
에 초토화 시켜버렸다. 2009년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자랑하던 LG전자가 불과 1년 만
에 최고경영진이 날아가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사건은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
람쥐 쳇바퀴 돌듯 정해진 채널에서만 뱅뱅 맴돌던 단방향 미디어였던 ‘바보상자’ 텔레비전이
３ㅤ2009년 4월 4일자 조선일보 Weekly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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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을 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양방향 미디어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흑백, 컬러,
PDP, LCD, LED로 이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심으로 진화해온 텔레비전시장에서는 천
지개벽이다. 구글TV와 애플TV가 선도하는 스마트TV는 세계 디지털가전시장에서 선두를 달
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콘텐츠 메이커인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지형도까지
바꿀 기세이다. 변화의 동인이 주로 동일업종 경쟁자로부터 비롯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좌
우 전후방 어디에서 튈지 모르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순식간에 바꿔 버리는 격동의 시대가 어
느덧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이다.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을
두고 한 업계관계자의 한숨 섞인 토로는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４
“전체적인 IT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격동기에서는 CEO들의 대응능력이 업계의 지도를 바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면이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을 오늘
아침신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쯤하면 앞서 말했던 과거와의 단절, 변화와 혁
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몰아치고 있는 질풍과 노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내부로 부터의 혁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 마음의 혁명
을 촉발시키고 이끌어 갈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과연 무엇일까?

2. <스캣>이란 무엇인가?
‘일’의 종류
우리 시대를 뒤흔들었던 대사건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
고 소위 전문가라는 정치학자, 경제학자, 기상학자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왜 짐작조차
４ㅤ‘스마트폰 때문에 명암 갈린 글로벌CEO,’ 2010년 9월 20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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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까?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 이유가 물질적 이익의 추구든 종교심이든 간에
인간의 뿌리 깊은 심리적 욕구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마치 전에 지나갔던 길처럼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왔던 길에서 봤던 것과 같거나 비슷한 풍경이 아직 가지 않은
길에서도 펼쳐지리라 믿는 오류 말이다. 이 오류는 우리의 예측을 늘 상 빗나가게 하며 아마도
시간이란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조하는 편이 오히려 쉬울 정도이다. 그래서 오지 않았
기 때문에 두려운 미래를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시간’으로 담대하게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며, 주도면밀하게 예측하여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예상했던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말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에
맞도록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즉흥적 의사결정이 우리에게 이미 일상화 되어있고 우리가
하루에 결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즉흥적이란 말과 다름없다. 삶이 곧 즉흥이란 말이다.
<그림>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의 예측가능성과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
한 것이다. 먼저 ‘일과(Daily Routines)’는 쉽게 말해
서 시간 맞춰 밥 먹고 출근해서 업무일지를 쓰는 일
처럼 매일 해야만 하는 정해진 것들이다. 내일 일
어날 일을 대개는 미리 알 수 있고 개인이나 직장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는 아닌 일들을 말한
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나 전날의 공장가동률과 생산실적을 공장장에게 보
고하는 일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일상적 문제(Daily Problems)’는 주차하다가 옆 차를 살짝 긁어 피해자와 손해배상을 합의하
고 보험사와 협의하는 일을 생각하면 아주 확실할 것이다. 가게에 찾아와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단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량품이 발생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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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구하는 등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늘 있을 수 있는 번거롭고 불편한 수준의
일들이다. ‘일상적 문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의사결정을 요구
하지만 ‘일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조직에 매우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계획된 과제(Planned Projects)’는 고교생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일이나 기업에
서 생산라인의 증설과 조직구조의 개편 등 개인이나 조직에 매우 중대한 일이지만 신중하
게 검토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들을 말한다.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대사업
들은 조직차원의 계획된 과제에 속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점마다 정
해진 세부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상(Emergencies)’은 난데없이 일어난 심각한 교통사고나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의한 생각지도 못한 주가폭락 같은 일들을 말한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일어난 원화
의 격심한 평가절하 사태에 대한 기업의 대응조치나 최근 도요타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리콜
사태에 대한 수습활동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7년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급
격히 떨어졌을 때 그 해 11월 국가부도사태가 날 것을 예측했으면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외화
를 시장에 풀었겠는가? 거의 2,000원대에 육박하는 환율로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관광업계는 초토화되었으며 해외유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또한 오랜
기간 품질과 신뢰의 이미지로 발전을 거듭해온 도요타로선 세계도처에서 벌어진 리콜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나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더라도 이렇게 까지 비화되리라곤 생각지
도 못했을 것이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비상’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예측하지 못한 매
우 중대한 문제들이다. 물론 ‘일상적 문제’와 ‘비상’은 위의 사례들처럼 골칫거리나 재난만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 당첨, 예상하지 못했던 주가상승이나 유가인하처럼 소위 뜻하지 않은
호재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악재든 호재든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일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속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을
과업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
과’나 ‘계획된 과제’처럼 예측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도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즉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에도 어느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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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로 우회해서 가야만 하고 누구나 치밀하게 계획하여 에베레스트산을 오르지만 예상
치 못한 눈폭풍도 극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출근길 지하철이 연착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착한 지하철을 타고 보니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거래회사의 사장을 만
날지는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일상적 문제’와 ‘비상’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즉흥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 말할 것이 없다. 다
만 ‘일과’나 ‘계획된 과제’보다는 ‘일상적 문제’와 ‘비상’이 의사결정의 비중에서 즉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즉흥이란 말도 그다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스캣과 기업가형 행정
여기서 필자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과되고 있는 즉흥적 의사결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려 한다. 숨 돌릴 틈 없이 파도처럼 들이 닥치는 기술혁신과 사회ㆍ경
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이젠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계획하기 위해 부질없이 예측에 매달리고 이 예측에 집착하는 사람
들에게 현실에서 피할 수 없음에도 무시되는 즉흥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다.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즈음 모든 이들이 창의
성을 강조하지만 즉흥에 내재된 창의성을 간과하는 현실이 아쉬워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즉흥(卽興)’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느낌이
다.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Improvisation’이 서
양에서 주로 즉흥연주, 즉흥시, 즉흥연기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황
에 창의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다)’이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자
기 흥에 겨워 주변도 살피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는 행동,‘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
란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 않은가?
스캣(scat)은 그래서 선택된 단어이다. 스캣은 원래 ‘서둘러 떠나다,’ ‘쉿소리를 내 (고양이 따
위를) 내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도 하지만 ‘펑!’ ‘쾅!’ 등 뭐가 터지는 폭발하는 소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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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의성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뜻은 즉흥성을 특
징으로 하는 재즈의 한 기법을 뜻한다.
스캣은 <What a Wonderful World>나 <Hello Dolly>로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이 1926년
<Heebie Jeebies>라는 곡을 녹음하던 중 악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사를 볼 수 없어 즉흥적
으로 부른 것이 시초라고 한다.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절거린 이 우연의 창법이 대중
들의 인기를 끌게 되고 여기에 즉흥적인 가사를 덧붙이면서 스캣은 목소리로 악기를 대신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스캣이 시작된 유래와 기법의 속성으로 볼 때 스캣의 핵심개념은 ‘순간
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의미를 부여하면 ‘예상하
지 못했던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의 수립과 실행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창
의적인 행동(을 하다)’이 된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과 장기 수익 증가율의 확보라는 두 가지 경영목
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과정보
다는 목표달성에 유리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수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을 경영하
는 새로운 행정지향으로서 기업가형 행정５은 기업가정신과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정부 부문
에 도입하여 기업가형 행정체제, 기업가형 행정관리방식, 기업가형 공무원, 기업가형 지역경
영방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의 기업가적 창의성과 혁
신성의 발휘, 고객중심적 서비스행정체제의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수립과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와 과정의 준수만을 중요시하는
경직된 행정관행을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바로 스캣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스캣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일선 말단
부서까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다원적 지역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에 따른 일률적이고
５ㅤ Henton, Melville, and Walesh(1997)은 신경제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정지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참여범위의 확대 ② 정책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렛대확보 ③ 장기 지향 ④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중심 ⑤ 기
업가들의 지속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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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자원배분원칙과 불필요한 부문에서 계획만능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최근에 지속적
으로 전개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바로 민간주체들이 경쟁과 창의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성과 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 정부조직에서도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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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도시 미술관
김 동 영 대구가톨릭대 건축학부 교수

머리말
일전에 대구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세계적인 미술가 이우환씨와 관련된 미술
관의 건립 소식을 매체 등을 통해 접했다. 대구시가 이우환미술관 건립에 나선 것은 2009년 8
월이다. 세계적 작가인 이우환의 작품을 전시해 대구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설계도 세계적 건축가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70)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이
화백과 안도가 대구를 방문해 미술관 건립 후보지인 옛 두류정수장 터와 두류공원 성당못 옆
부지를 둘러봤다.
미술관의 모티브는 일본 나오시마섬의 이우환 미술관으로 판단된다. 대구의 건축가가가 아
닌 외국인의 손에 맏겨진다는 사실은 조금 애석한 감도 있지만 반면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을 통해 대구가 더욱 국제적인 도시로 소개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안도의 프로필, 건축철학과 모티브가 된 지중 매설 미술관의 사례작품을 살펴보고
미술관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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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모티브는 일본 나오시마섬의 이우환 미술관으로 판단된다. 대구의 건축가
가가 아닌 외국인의 손에 맏겨진다는 사실은 조금 애석한 감도 있지만 반면 세계적
인 건축가의 작품을 통해 대구가 더욱 국제적인 도시로 소개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도 다다오
- 프로필
1941년 오사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안도는 한때는 프로복싱선수로 데뷰도 하고(1958), 공
고졸업후 통신교육으로 건축도면을 익히고 20대에 유럽, 미국 등지의 건축여행과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다. 1969년에는 오사카에서 28세의 나이로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1969년 토미시
마(富島)주택을 필두로 1976년에는 오사카의 스미요시(住吉)의 나가야(長屋)인 아즈마(東) 주
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여 그후 수많은 유명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건축의 노
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까지 수상하고, 미국과 유럽의 유명대학 교수직과 마침내는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과 교수직까지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수많은 수상경력과 일본이 낳은
세계적 건축가 중 한사람이다.

- 건축철학(原風景의 再生)
안도는 항상 신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어 사는 집- 증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간은 환경을 재생 하여 장소의 맥락,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렇
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장소의 기억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근대의 맹점이
었던 침식된 지역성과 광대한 보편화에 대한 저항이며 원래 대지의 경관을 재현하는 원풍경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도가 여기에서 꾀한 것은 부서진 기억의 작업이고, 그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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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기억의 재생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원풍경 재생의
건축은 단지 옛 환경, 자연의 재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관련되어 재생 될
수 있는 건축을 의미하며, 자연을 재해석하여 본래의 의미를 기하학과정을 통해 변화시켜 나
간다. 그러한 모습들은 매개공간 등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표현방법에 대해 그는
“야생의 자연이 건축과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즉 나에게 다가온 자연은 이제 모습을 바꾸게
되고 , 빛, 바람, 물 혹은 하늘과 같은 요소들이 나의 자연으로 재해석되어 상징화 되며, 그때
까지만 해도 정확히 규정된 상태로 남아 있던 자연은 건축에 깃들어 있는 기하학과 조우하면
서 마침내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자연 그 자체와 친해지기 보다는 건축을 통하여 자연의 의미를 변화시키기를 희망
하며, 건축은 자연을 추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재생은 땅에서 배
양된 장소에 대한 기억의 재생을 의미하며, 자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
발하여, 그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자유세계에서, 「추상」과 「구상」의 대립 상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공간과 구상적인 인간생활을 자극적으로 충돌시키는 것이
항상 그의 과제가 된다. 구상의 기억을, 그대로의 형으로 남기지 않고, 추상화 된 형으로, 보다
의미를 깊게 하여 계속 끌어가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재생인 것이다.

- 정념(情念)의 공간
안도의 우회적이고 긴 미로와 같은 동선구성으로 인해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부분에 중점이
주어지게 되며 그러한 연결공간을 그는 「정념(情念)의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그 연결공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백」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용도에 따라 중정, 테라스공간, 광장, 계단 등
으로, 건물의 안과 밖의 여백으로 서로 호응하면서 건물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러한 여백의 공간은, 최근작품이나 최신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무(無」)
나 「공백(空白)의 공간」과 같은 중정(庭)공간으로 그의 최근 건축사상을 표명하는 핵심적인 공
간이다. 이런「공백」인 장소가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기에 존재했던 사물, 그리고 지금
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상상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며, 기억을 미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랜
드스케이프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며, 그 사례로 그라운드제로 프로젝트나 나오시마(直島)
미술관과 같은 환경에 매설된 건축과 어떠한 공간으로도 사용가능한 한정되지 않은 공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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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념의 공간의 동선은 제한적이지만 시선을 통해 주변의 여러
공간으로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다. 중성적인 매개공간을 더욱 충실하게 함으로써 공간 전체
를 더욱 극적으로 구성되도록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오시마(直島) 프로젝트-지중(地中)건축
- 추진배경
1987년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기업인 베네세그룹 회장인 후쿠타케 소이치로(福武総一朗)씨
가 시코쿠(四国)의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떠있는 작은 섬 나오시마 전체를 문화의 섬으
로 전환해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나오시마는 섬 전체가 민둥산이었는데 후쿠타
케씨의 대단한 열의로 건축설계자인 안도를 비롯하여 미술관의 대상작가의 선정에 이르기까
지 그의 이상이 현실화 되게 되었다.
나오시마섬은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혼슈와 가장 작은 시코쿠 사
이의 내해(세토나이카이)에 있는 섬이다. 인구 3000여명의 작은 섬이지만, 이 곳의 미술관과
그와 관련된 시설을 감상하기 위해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연간 34만 명(2009년 기준)의 관
광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미술관과 호텔을 합친 나오시마 켄템퍼러리 아트뮤지엄/아트뮤지
엄 아넥스,(1992년)를 시작으로 혼무라(本村)지구의 폐가를 갤러리로 바꾼 아트하우스프로젝
트(1997년), 2004년 6월에는 지중매설 미술관인 지추우(地中)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2010년 6
월에는 마찬가지의 지중매설 미술관 형태로 한국 출신의 세계적 예술가 이우환화백의 미술관
이 개관하였다(2010.6). 양 미술관 모두 대상미술가의 영구전시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이다. 지추우미술관은 서양미술가 3인(클로드 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의 미술관이
며, 이우환미술관은 이우환 1인의 전용미술관이다.

- 건축개요
안도는 세방향이 바다로 에워싸인 부지의 비일상적인 분위기에 가능성을 느낀 점과, 무엇보
다도 눈앞에 펼쳐진 세토나이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에 이끌려 프로젝트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술과 그것을 창조해내는 예술가, 관람객, 미술관 관계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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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자극되는 가능성의 장인
미술관이 되도록 구상하였다.
전시공간은 건물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미술관 주변일대가 예술가의 발표무대가 되도
록 하였다. 예술이 미술관에 한정되지 않고, 세토나이카이의 자연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창조
된 미술과 건축,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활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였다. 때로는 장소 그 자
체가 예술가의 창조력을 샘솟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의도하였다. 그러한 개념으로, 건축은 사람
들의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예술, 자연과의 대화를 환기하는 장치로 되어주길 기대하여, 결국
형태가 없는 보이지 않는 건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추상적인 기하
학적 형태를 조합시킨 건축을 지중에 매설시켜, 배치하는 구성을 실현하게 되었다.

켄템퍼러리 아트뮤지엄/아트뮤지엄 아넥스, 전경(1992년)

켄템퍼러리 아트뮤지엄/아트뮤지엄 아넥스, 부분 컷(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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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추우(地中)미술관
기존의 현대미술관과는 시스템이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3인의 예술가
작품의 영구전시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땅속에 매설된 건축을 통하여 원풍경의 재생이라는
그의 주제는 관철되었다. 요구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은 모두 지하에 매설하고 지표면에는
겨우 건축의 존재를 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파편이 보여 질 뿐이다. 예전부터 느낄 수 있었
던 이 장소에서의 연속된 풍경은 지금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지중에 매설된 공간 볼륨에는
3인의 각각 독자의 기하학 형태가 주어졌다. 천창을 통한 빛으로 자연과 조우한다. 공간이 확
실하게 지각되지만 건축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지추우(地中)미술관전경, 모형

월터 드 마리아 전시실

클로드 모네 전시실

제임스 터렐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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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 미술관
후쿠다케 소이치로 베네세 그룹 회장이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열린 이우환의
개인전 ‘울림’을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요청으로 이우환미술관이건립되게 되었다. 건
축적 구성은 지추우미술관과 동일하다. 필요한 공간은 모두 지하에 매설하고 미술관으로의
진입동선은 안도 특유의 노출콘크리트벽을 이용한 회유동선를 적용하고 있다. 내부의 전시공
간으로 들어서기까지 높고 좁은 벽의 공간과 중간의 연결공간에서는 작품을 맞이하도록 마음
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는 듯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각 전시실의 작품과 마주하는 순
간 우리는 그 작품과 소통하게 되고 작게 뚤려진 천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빛을 통해 땅속에서
자연과 소통하게 된다.

외부에서 내부까지의 진입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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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한국의 지중미술관-지니어스 로사이
이미 한국에도 그의 지중건축이 있다. 제주도 섭지코지의 지니어스 로사이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노출콘크리트 벽과 제주돌 벽으로 제시된 동선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특성을 느끼도
록 하여 내부로 들어서면 3개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한 전시관에는 초청작가의 작품이 전시
되고 나머지 두 개의 전시관에서는 어제의 제주도 하늘과 오늘의 성산일출봉을 미디어를 통해
감상토록 되어있다. 작품을 통해 미래를, 하늘을 통해 과거를, 일출봉을 통해 현재를 느끼게
하여 자아를 성찰하게 한다. 나오시마에서 만나는 안도의 지추우미술관과 이우환미술관과 동
일한 수법의 범주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나오시마에서처럼 그렇게 강열한 미술과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아성찰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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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동선

제2전시실:과거
어제 제주도 하늘
제1전시실:미래
문경원,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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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안도에 의한 대구의 원풍경은 어떻게 재생될 지 자못 기대가 크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의 특성을 너무 흔한 일상적 생활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외국인은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미술관의 건립까지는 여
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잘 극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도의 신개념 미술관이 건
립될 대지에서 대구의 원풍경이 잘 재생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우환화백의 작
품이 잘 어우려져 새로운 예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고품격 문화창조도시 대구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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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樂)다완 감상법
양 동 엽 대구공업대학교 교수

완이란 차를 마시는 그릇의 한 종류로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원은 고대 중국 용산문화기(B.C 2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완(사발)은 전이 넓
고 바닥이 좁은 역삼각형의 그릇이며 그 당시 고대인들은 완 이외에도 동이, 쟁반, 잔, 제기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현존하는 대부
분의 그릇의 기형은 상.주시대 때에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지금은 약간씩 변화된 형태에 문양
등이 바뀌는 정도이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차 문화는 당나라에 유학을 간 승려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차와 그릇이 함께 소개되었고 특히 일본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차(말차)와 그릇(다완)에 대한
심미적, 철학적 완성과 함께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활 속의 차를 즐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차 문화를 불교와 함께 전파되어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부 상류층과 불가에서 다례가 행하여지다가 1980~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차 관련 단
체가 생겨나 한국적 차의 예법을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하여 차를 즐기는 계층이 급속도로 확
산됨에 따라 오늘날 많은 도예인들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차 그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차 문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무척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도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형, 사용한 유약과 소지 그리고 지명 등에 따라 도자기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면 과거에는 그릇의 생김새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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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치는 윤회하여 430년이 지난 오늘날 양동엽의 라쿠 다완의 기본은 과
거 조상들이 만든 청자, 분청, 백자의 한국적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렇게 얻은 영
감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도예가들과의 철학적, 기능적 담론을 통하여 재해석 되어 새로
운 경향의 한국적 라쿠 다완으로 탄생되었다.

고자 하는 목적을 구분한 뒤 이름을 붙였으며 그리고 더 세분화하여 보면 제작된 그릇에 사용
된 유약에 따라 다시 그릇의 이름을 붙였고 또 생산된 지역이름을 따서 작품명을 정하기도 하
였다. 예를 들면, 라쿠다완도 라쿠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그저 “교토의 새로운 그릇” 또는
“리큐 다완”이라 불렸으며 후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라쿠(樂)다완이라는 이름을 얻어 오
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다완은 라쿠 다완을 비롯하여 정호 다완, 이라보 다완, 천목 다완, 분청 다완, 두두옥 다완,
웅천 다완, 청자 다완 등 많은 완의 종류가 있지만 필자는 라쿠 다완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하
여 쓰고자 한다.

천목다완 / 중국 송시대 / 13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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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쿠다완의 탄생
라쿠다완의 탄생은 도요토미의 히데요시의 책사였으며 다성(다조)이라 불리는 센 리큐에 의
하여 라쿠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라쿠 다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茶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 茶의 기원은
가마쿠라 시대(1185-1395)로 거슬러 올라가며 선종스님 에이사이(榮西, 1141-1215)가 차나무
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차를 일본에 소개함으로서 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장시간 앉아 명상 수련을 한 후 피곤해진 심신을 회복시키는 개념의 약
으로 차를 음용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황실을 비롯하여 귀
족 가문들이 앞 다투어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로 탈바꿈하였
다. 귀족들은 차연회를 열기 위하여 값비싼 중국의 천목(흑유) 등의 다완과 집기류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일부에서는 사치가 극에 달하여 지방의 재정이 궁핍하여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
지 이어지자 이를 본래의 차정신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일본의 3인의 차명인들 즉, 무라타 슈
코(村田珠光, 1422~1502), 타케노 조-오(武野紹鷗, 1504-1555), 센 리큐(千 利休, 1522-1591)
는 그동안 차로부터 생겨난 천박한 관습들 즉,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치스런 차문화에 대한
계몽운동으로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3인의 차 명인들은 본래 차의 정신을 보여줌으로서 차에 대한 생각들을 재정비 하는 임
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상은 확실하게 신도사상, 중국의 도교사상 및 선불교의 원
리로 무장되었다. 이들은 절대적인 군주의 힘과 풍부하고 화려한 특혜를 가진 차와는 달리 미
학적인 차의 가치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단순하고 겸손한 것
으로부터 찾았으며 차를 통한 예를 강조했고 그것을 ‘다도’라는 미학과 철학으로 담아냈다.
리큐의 와비 차(侘び茶. 고독감과 한겨울의 구속감을 표현하는 말이며 여기에 선종의 교리
를 더하여 조화, 고요, 평온, 순수, 경의를 뜻함.)의 철학이 태동하였던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
이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내전 중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폭력과
분열 속에서 가혹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만 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잠시 일탈하여 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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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와비 정신은 현실에서 벗어나 조화와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또한 특별한 사랑과 신앙심을 얻는 성역의 역할을 담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센 리큐가 이끌었던 모모야마시대에 당시의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
로 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라쿠 다완은 태어났다. 라쿠 다완의 시작은 센 리큐가 한국에서 일본
으로 귀화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의 기와공이며 절친한 사이인 조지로(長次郞, -1589)에
게“와비 정신”을 담은 일본만의 다완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물론 센 리큐가 새로운
다완의 정형성과 미학성에 대한 설계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흑라쿠다완 / 조지로작 / 일본 16세기

조지로가 차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1580년 전후이다. 그는 단순하고 그리 강하지 않은
형태의 다완을 제작하였다. 이들의 형태는 손으로 잡기에 가장 편안하고 알맞으며 차를 마시기
에 알맞았다. 대부분의 잔들은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어져 보였고, 이 잔들은 유약이
모두 입혀져 있었다. 붉은색 과 검은색 다완은 녹차의 거품 색깔과 너무도 잘 어울렸으며 차분
한 조화를 이루는 색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둥글게 된 기형으로 만들어진 조지로의 찻
그릇들은 매우 안정감이 있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릇 밑으로 굽이 안으로 차고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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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다다미방에 사용하기 좋게 안정
되어 있고 또, 균형과 비대칭 사이에서 육안으로 긴장감을 볼 수 있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조지로의 작품들은 모두 ‘리큐의 다완’들이었다. 그것은 기물의 형태와 표면처리 그리
고 색상 모두 리큐의 스타일에 맞추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완 이외에도 차에
사용되는 쇠로 만든 차 주전자까지 리큐의 명령을 받아 만들 정도였다.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조지로의 다완들은 리큐의 차 철학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통하였으며, 도예가 자신
의 순수한 감각에 비추어 볼 수 있었다.
조지로는 리큐의 전폭적인 후원에 매우 만족해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지로의 차 도구들이 일
본의 미학을 담은 그릇으로 인정하고 히데요시와 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다. 히데요시와 센 리큐의 증명으로 인해 조지로의 차 그릇들은 名品의 반열에 올랐고, 라쿠
가문의 전통을 잇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1589년 라쿠의 탄생을 이끌었던 조지로는 세상을 따나고 6년 뒤 그의 아들 조케이(常慶,
-1635)가 히데요시에 의하여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키치자에몬 조케이는 라쿠(樂. 즐거움, 환
희)라는 중국식 표식문자로 된 ‘황금 인장’을 하사받았다. 이 인장은 교토인근 모모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히데요시의 궁내에 있는 조지로가 지은 기와집 ‘환희의 궁전’에서 따왔으며, 아들
조케이가 만든 그릇 부터는 이 금장을 찍어 만들었다. 이 그릇들은 ‘주라쿠 야끼’ 또는 ‘라쿠 야
끼(樂燒)’로 불렸으며 이때부터 조지로의 아들 조케이는 가족의 성씨를 “라쿠”로 바꾸어 지금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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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무속의 자연-1 / 32.4x32.4x15cm
라쿠大다완 / 양동엽작 / 2011

나. 현대 라쿠다완의 이해
과거 조지로가 센 리큐의 뜻에 따라 차에 대한 와비정신을 되살리고자 라쿠다완을 만들었듯
이 그 시대에 맞는 철학이 요구될 때 마다 늘 새 장르의 다완이 탄생되었다. 사실 모모야마 시대
에 센 리큐를 중심으로 한 차에 대한 심오한 접근이 없었다면 라쿠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센 리큐 이전만 해도 차 그릇은 오직 중국의 다완(천목 다완 등) 만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센
리큐 때부터 고려(조선)다완, 세토 다완, 라쿠 다완까지 인정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센 리큐의 제자인 야마노 우에소지(1544-1590)는“형태가 좋으면 좋은 다구다”라고 했다. 그
의 선언은 그 당시 다완의 기준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도전으로 좋은 다구 그리고 라쿠 도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진전되어 갈지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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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추-3 / 16.7x16.7x7.5cm
라쿠다완 / 양동엽작 / 2007

필자의 의견은 시대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미의 기준도 바뀌고 달라져 왔듯이 절대적으로
“이것이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 용도에 맞게 쓰기에 편하고 마음을 움직
일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틀에 너무 많은 것
을 가두고 속박했다. 그 같은 이념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
에 발목을 잡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좋은 것
은 세계가 함께 쓰며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라쿠 도자기가 개발된 지 약 430년이 지났다. 오
늘날 현시대에 맞는 라쿠 도자기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융화되어 전혀 새로운 방향으
로 발전되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 같은 변화와 발전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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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와 어우러진 라쿠다완

라쿠 다완은 많은 종류의 다완 중에서 매우 특별하다 할 수 있다. 라쿠 다완은 일반 다완과
는 달리 소성 방법부터 독특하며 소성 후 작품에서 풍기는 맛도 다른 다완과는 매우 다르다.
라쿠 다완이 아닌 여타 다완들은 초벌 된 기물에 유약을 입혀 가마에 재임한 뒤 소성이 끝나
가마가 식으면 작품을 꺼내지만 라쿠 소성 기법은 초벌 된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것은 여타 도
자기와 같지만 소성과정이 확연히 다르다. 일본 정통 방식이나 미국 등 서양으로 소개 된 방법
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자기가 소성되는 과정에서 유약이 녹으면 가마문을 열고 기물을
꺼내어 톱밥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라쿠만의 특징을 갖
는 독특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색상은 오로지 이 소성벙법에서만 얻을 수 있
는데 필자가 경험해본 바로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은 그 어
떤 도자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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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 가을 우포 / 15.4X15.4X6.9cm
라쿠다완 / 양동엽작 / 2009

라쿠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도예가들이 재미있다고 느끼고 작품을 제작하려 하지만 무
연 라쿠 유약의 개발의 어려움, 야외 소성장소의 준비 및 소성 방법에 숙련되지 않으면 작업하
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소성과정이 어렵다. 가마에서 도자기의 유약이 녹으면 가마 문을
열고 뜨거운 열기를 감내하며 한 점 한 점을 구워내야 하기 때문에 인내력과 위험에 대한 대비
가 철저하지 않으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점과 또 소성과정에서 급열과 급냉을 견디지 못하
고 예기치 못한 파손품이 생기는데 이는 일반 가마에서 소성하는 도자기들보다 소성과정에서
파손율이 높아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성을 잘 끝낸 라쿠 다완은 일반 다완에서 맛볼 수 있는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 라쿠의 첫
인상은 적당한 균열과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인데 인위적으
로 불을 조작하지 않고 인간의 손길이 최소화된 것 을 기물로부터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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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자연인 / 16.8x16.8x8cm
라쿠다완 / 양동엽작 / 2011

형태는 일반 다완과 같이 손으로 빚거나 물레로 성형한 것과 같으나 유약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전혀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라쿠 유약은 일반 고온 소성의 유약 색상이 주는 유리질
의 딱딱함과 차가운 느낌과는 달리 색상이 매우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라쿠
다완 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라쿠 다완은 안료나 유약으로 그릇표면을 장식하면 유약색이나 안료색이 매우 깊이
있게 나타나 보인다. 일본의 라쿠 다완은 물레 성형을 하지 않고 손으로 빚는데 그 형태가 사
각형(통형)이다.
이 형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쿠 도자기의 창시자인 조지로가 처음 제작한 형태로서
일본의 다다미방에서 사용되기 알맞게 만들어졌고 다다미는 바닥이 약간 둥글고 쿠션이 있어
굽이 높은 도자기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굽이 낮고 기물의 형
태가 통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과거 전통적인 형태라고 봐야하며 오늘날의 생활
양식과는 다르므로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그릇의 형태도 한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작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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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평화-3 / 14x13.6x7.3cm
라쿠다완 / 양동엽작 / 2011

다. 양동엽 라쿠 다완의 특징
필자의 라쿠 다완 형태는 2012. 3월 출간한 “양동엽의 라쿠 도자기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전이 살짝 바라진 단반형과 정호형의 중간 형태이다. 다완은 사용하기 편해야 하며
손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 안에 포근하게 감싸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물론 사람에 따라 손
의 크기가 다르므로 잡혀지는 느낌도 다르지만 그릇의 무게가 가급적 가볍게 느껴져야 하며
기물의 무게는 대략 250-300g사이가 좋다. 이유는 한 잔의 차를 마실 때의 말차의 양은 약
100cc~150cc 정도인데 이정도의 양이면 완에 담았을 때 1/2보다 조금 더 올라오며, 그릇과 말
차가 담겨있는 양의 밸런스가 육안으로 보아 충분한 양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릇에 담긴 말
차를 마시고 나면 약간의 포만감도 느낄 수 있는 양이 된다. 이때 음식물과 그릇의 무게가 합
하여지면 약 400gr 전후가 되는데 이 무게는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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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릇이 너무 크지 않아 잡았을 때 그릇이 사용자를 압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릇이며
굽의 크기나 높이가 적당하여 육안으로 내려 보았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 그리고 전이 살짝 바
라져 입술이 닿았을 때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찻물
을 마시기 위하여 목을 약간만 들어도 되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본다.

라. 라쿠 다완에 한국 자연을 담다
지난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소성 기법으로 라쿠 도자기를 만들어 오면서 단 한 번도 싫증
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마도 소성 과정이 너무나 특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쿠 도자
기는 온도의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유약이 쉽게 흘러 굽이나 가마의 바닥에 붙어 실패작품
이 많이 생기며 또 산화와 환원 작업에서 그리고 급냉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불량 작품이 많이
발생한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
도 가장 어려운 과정은 기물을 가마 밖으로 꺼내고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톱밥 등
이 묻게 되는 것이다. 이때 톱밥이 타면서 연기가 나는데 이것을 마시게 되면 위험함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해야 함으로 작업자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야 한다.
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의 라쿠 다완의 경우 기물의 표면에 장식을 하면 유약이 소
성과정 중에 쉽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등의 작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래서 장식 기법을 수채화 물감 풀듯이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필자는 라쿠 다완 개인전
을 가지며 그동안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계승하여 작업을 하여 왔다. 또, 그동안 작품
여행을 통해 만났던 많은 자연을 배경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라쿠 다완에는 위에 열거된
자연과 더불어 원시의 비경을 잘 간직한 창녕 우포늪의 사계, 일출 및 일몰, 비슬산, 남해안의
다도해, 동해의 일출, 파도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
였다. 한국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의 변화와 진지함을 작가의 철학으로 재해석하여 지
금까지 표현해 오고 있다. 현재도 유약의 선택과 기물의 형태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간과 자연이라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는데 전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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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완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말차(가루녹차)를 만들 때 차선으로 격불을
하면 쉽고 빠르게 녹차 거품이 완벽에 가깝게 잘 일어나는 것이며, 둘째로는 찻물이 만들어지
면 일반 다완에서 만든 차 맛 보다 순하고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다완의 바깥 면에 장식된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과 차의 색이나 거품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다완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심미안적인 그릇이므로 언제
나 애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주어 자기만의 세계에서 즐기는 차의 생활이 언제나 즐겁고 겸손하
게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윤회하여 430년이 지난 오늘날 양동엽의 라쿠 다완의 기본은 과거 조상
들이 만든 청자, 분청, 백자의 한국적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렇게 얻은 영감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도예가들과의 철학적, 기능적 담론을 통하여 재해석 되어 새로운 경향의 한국적 라쿠
다완으로 탄생되었다. 이렇듯 예술에 있어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
임없이 구하고 찾는 구도자와 같이 작가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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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물환경정책의
방향 및 과제
이 철 희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1. 서 언
우리 대구광역시는 환경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메카로서 2010년 12월 기준으로 행정구역면적
806.9㎢, 인구 2,532,077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이다. 대구광역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2010
년 기준 1,204.5㎜로서 전국 연평균 강수량 1,309mm에는 미치지 못하나, 낙동강유역의 연평
균 강수량 1,183mm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광역시가 환경 개선 실천과 환경 기술 개발의 선진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책임
자의 친환경적, 미래 지향적 안목에 의한 판단과 의사결정, 의회의 결단력, 시민의 협조를 바
탕으로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환경 전문인력의 선진적 안목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
리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낙동강으로부터 풍부한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1969년 낙동강 상수원 1차 확장사업 준공(Q=12만㎥/일)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5차에 걸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974년 포항·경주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영천댐 건설은 금호강
의 유량 저하로 인한 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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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구미공단 등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미량유해물질의 제거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8년에 이미 두류·매곡정수장에 후
오존+활성탄 공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공산정수장에 막여과공정과 매곡·문산정
수장에 전오존 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수원의 다원화와 낙동강 이외의 수원 확보를 위해 1982년 공산댐 건설, 1994년 운문댐
계통의 도수관로 통수 등의 사업을 통하여 2011년 현재 164만㎥/일의 상수도 시설용량을 확보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구미공단 등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미량유해물질의 제거를 통한 안전
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8년에 이미 두류·매곡정수장에 후오존+활성탄
공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공산정수장에 막여과공정과 매곡·문산정수장에 전오존 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대구광역시에서는 충분한 상수처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업용수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하
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1996년 공업용수 전용 정수장인 죽곡정수장을 건설하여 성서
1·2·3·4·5차단지, 서대구공단 및 대구염색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영세한 수 많은 염색 공장을 대구염색산업단지로 이주시
켜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을 1980년에 준공시켜 신천과 금호강의 수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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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이바지하였으며, 대구광역시가 폴리에스테르 가공섬유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수처리 측면에서는 금호강 및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1987년 달서천하수처리장 준공
을 시작으로 신천, 북부, 서부, 지산, 안심, 달성, 현풍 등 8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왔
으며, 2002년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통하여 현재 188.5만㎥/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여 대구광
역시에서 발생되는 119만㎥/일의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호강 및 낙동강
의 조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임하댐 용수를 영천댐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52km) 공
사를 1991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완공함으로써 1일 30만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과 수질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1988년 본인이 조사한 금호강 강창교 지점의 BOD는 109㎎/L로서 현재 달
서천 하수처리장의 생활계열 평균 유입수질인 80㎎/L보다 높은 수질로서 “죽음의 강” 수준이
었으나, 10여년이 지난 1999년 이후 5년 연속 환경기준 Ⅲ등급(6㎎/L이하, 붕어 및 잉어 서식
가능)유지와 2003년 8월과 12월에는 수질측정분석 이래 가장 좋은 2.0㎎/L을 기록하는 수준
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1998년에는 대구광역시를 가로 지르는 신천에 전국 최초로 신천하수처리장 방류수 10만㎥/
일을 사여과 후 신천 상류(상동교 지점)로 펌핑하여 환경용수로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여 도심 경관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2004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오염정
화용량을 고려하여 일정구간별로 수질오염물질을 농도와 배출량을 동시에 포함하는 총량으
로 관리하여 낙후된 지역에는 개발의 여력을 주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는 오염부하량을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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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오염부하 삭감량을 할당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간의 분쟁과 불신의 길에서 지역간의 상생의 길을 찾고, 경제와 환경의 지속적인 성장이 함께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출발은 우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수계에서 출
발하였으며, 본 제도의 시행과 정착에는 대구광역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2.1 부영양화 현상
낙동강 정비사업은 풍부한 유량과 수면을 확보할 수 있어 수상레져 등의 친수활동 촉진 측
면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낙동강에 보가 건설됨에 따라 하천 유속 저하에 따른 하천의 호수화
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조류발생으로 수질악화, 상수생산량 저하 등의 각종 피해가 예
상된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인(P)의 배출기준 농도를 강화시켜 인제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오염에 대한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우초기에 비점오염원에 의해
유출되는 강우유출수 중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2.2 유해물질 유입 우려
낙동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보를 건설함에 따라 하천유지수량이 증가되기 때문
에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경우 오염물질이 농도로 나타나는 감응도가 낮아져 유해물질의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오염부하에서 4대강사업 이전보다 심각한 영향을 초래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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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낙동강 정비사업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하천 유속이 빠르고 하천유지수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농도 감응이 빠르고, 그 변동이 크게 나타나므로 유해물질을 조기발견
하여 즉각적인 대처수단으로 오염원의 차단, 취수중지 등으로 유해물질의 정수장 유입 차단
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후 저수량 증가 및 느린 유속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유입될 경우 취수장
까지 도달시간이 길어 대처할 시간은 종전보다 여유가 있으나,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
되어도 하천용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입된 유해물질량이 동일하더라도 발현되는 농
도는 낮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시점에는 이미 종전보다 더욱 많은 유해물질이 유입된
후에야 유해물질의 유출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오염원의 발견, 오염원의 차단, 취수장 및
정수장에서의 대처가 어렵고, 대처후에 복구기간도 길어져 그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과 함께 첨단산업 제조업의 활발
한 산업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구광역시의 상류에 인접하여 위치한 구미공단의 산업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한
고부가 가치 창출형 첨단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첨단산업에 도입하여 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보다 새로운 신규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그 종류와 사용량
이 기술 발전 및 활발한 생산활동과 함께 증가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독성정보는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배출기준 역시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상수원수 및 정수한 물에서 유해물질의 지정과 규제에 대한 대응은 원수 및 정
수에 유해화학물질들이 함유되어 검출되고 난후, 이들 물질에 대해 확보된 유해성과 독성정
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독성정보의 확보와 공공수역의 검출 현황을 바탕으
로 감시 및 규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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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신규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및 유해성에 대한 정보의 확보
가 어렵고 미흡한 상황에서는 특정 유해물질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감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사전관리 보다는 사후성 관리 및 대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구광역시 상수사업본부에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당시에는 먹는물 수질검사항
목이 28개 항목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검사항목이 증가되어 현재는 원수검사에 69개 항
목, 정수검사에 175개 항목을 검사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 볼 때 현재와 같은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한다면 장래에는 수질검
사항목이 더욱 더 증가될 것이고 그 기준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구광역시의 상수원인 낙동강 중류 수계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는 유해물질
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검출이 되고 건강에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어야 특정유해물질로 지
정되므로 취수 및 정수에 있어서 원수검사와 정수처리후에 많은 항목의 정수 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양질의 먹는물을 갈망하는 시민들은
미규제되고, 미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이 언제, 어떻게 함유되어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원
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병입수를 선호하는 현상 등이 나
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유해화학물질이 원천적으로 함유되지 않은 안전하고 맑은 원수와 이
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초고도 정수시스템으로 정수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3 친수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
대구광역시 중심을 흐르는 신천을 위시하여 범어천, 대명천, 달서천, 팔거천, 동화천, 욱수
천등 수많은 지천들이 시민들의 친수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천하수처리장
의 하수처리수 10만㎥/일을 사여과 처리후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
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신천을 제외하고는 택지 및 공공시설 개발, 도로의 아스팔트포
장, 불침투성 보도블록 등의 증가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되어 지하수의 함양이 낮아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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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건천화 또는 하수의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어 친수환경공간이 상실되고 있다. 시민들의
건전한 레져활동과 휴식공간 제공, 친환경적인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는 하천바닥이 들어나지
않고 맑고 푸른물이 연중 흘러내리며 강물에는 다종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풍요로운 생
태하천을 시민들은 더욱 갈망하고 있다.

2.4 도심 홍수 및 가뭄의 증대
최근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연간 강수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강수일수는 적어지고, 강우기간 동안에 강우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년전 폭우로 달성군의 홍수피해와 2011년 7월 호우시 노곡동 침수피해의 예와같이 대구
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역별로 국지적인 침수 및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장래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도심 홍수방지와 비점오염원 제어를 위한 우수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등의 우
수유출억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3.1 부영양화 대책
대구시에서는 낙동강의 부영양화 현상에 의한 조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제거시설을 하수처리장에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인제거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점오염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실제 낙동
강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절반 이상은 비점오염원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구시의 하수배제시스템은 아직 합류식 관거가 많기 때문에 강우시에는 우수가 하수
관거에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된 하수는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으로 월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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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으로 대구시는 낙동강의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인
제거시설 이외에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제어를 위한 초기우수처리(저류)시설,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우수침투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2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초고도정수처리시스템의 도입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원수의 취수는 더 이상 수질측면에서 안전한 수원이 될 수 없음을
앞서 서술하였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맑은 상수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안전하고 맑은 상수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미지역보다 상류로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 화북댐, 운문댐 등의 수
원의 다변화, 표류수의 직접취수 보다는 강변여과 및 하상여과 등을 이용한 간접취수, 지하수
원 확보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이나 타 유역의 댐용수 도수 등은 수리권 분쟁이나 취
수지점 하류 지역의 수량 고갈 등으로 인한 지역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된다.
또한, 강변여과 및 하상여과 등을 이용한 간접취수방식은 원수의 수질개선과 오염물질 유입시
대처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 경남지역 이외의 중·상류 지역에
서는 투수성 및 대수층을 만족할 수 있는 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더 안전한 원수 취수를 위해 지하수 취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불투수성층 면적의 증가로 강우시 유출률이 증가하여 지하수의 침투율이 낮으며, 이
러한 지역에서 과도한 지하수 취수는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하고 맑은 상수원을 확보하여 대구 시민에게 공급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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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최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
돗물을 세면, 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음용하는 물은 병입수를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시중 병입수의 가격은 650원/L ~ 3,730원/L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
며, 반면 대구광역시의 수돗물요금은 가정용 기준 700원/㎥으로 1리터에 0.7원 정도로서 우리
가 구입해서 음용하고 있는 병입수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주변의 각종회의와 행사 등에서 병입수의 소비실태를 보면 병입수를 전량 마시는
경우보다 마시다가 남겨서 버려지는 병입수가 더 많은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으며, 또한
병입수의 용기는 단 1회의 사용으로 폐기물이 되므로 자원의 낭비이며 소비자가 지출하는 병
입수의 가격 외에도 판매처까지의 운반과 구입을 위해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회용품의 사용 제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병입수의 음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사나 이동시설 등의 특별히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
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음용수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상수원수
를 취수하여 활성탄-오존-막분리공정(MF,NF,R/O 등)과 같은 초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처
리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병입수를 사지 않고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성인 1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1일 200L정도로 그 중 음용으로 소비하는 물
의 양은 1일 20L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광역시 인구 2,532,077명(2010.12) 기준으로 하루
에 필요한 음용수량은 50,642㎥ 정도가 필요하다.
대구시에는 현재 유해물질 유입 우려가 거의 없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원인 가창댐과
운문댐을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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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원의 물을 현재 상수의 생산량의 1/10 정도만 활성탄-오존-막분리공정(MF,NF,R/O 등)
과 같은 초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처리하여 음료수전용수도로 공급한다면 대구시 전역의 시민들
이 더 이상 병입수를 사지 않고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을 것이다.
또는 현재 급수구역별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배수지에 소규모 초고도 정
수처리공정을 설치하여 음용수 용도에 해당되는 양만 처리하여 순전히 음용수만 별도로 공급
하는 순 음용수전용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음용수전용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라면 초
고도로 처리된 음용수를 스위스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같이 동네마다 지역 공동 우
물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순전히 음용수로만 사용하는 음용수전용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초고
도정수처리공정의 도입과 별도 배관을 신설하더라도 수돗물 가격은 현재의 병입수 가격에 비
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이 가능하
며 동시에 음용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용수 이른바 싱크용수 이외의 세탁,목욕,청소등 일반 생활용수는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하는 175개나 되는 많은 수질항목의 기준을 만족 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
동강에서 취수하여 약품응집-침전-소독의 기존 정수공정으로 처리하여 보급하고, 특정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약 30%는 수세식화장실용수나 청소용수와 같은 잡용수로
서 이러한 용도의 물에 175개 항목을 만족하는 음용수와 같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큰 낭
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용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나 빗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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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구시의 총급수량(785,458㎥/일)의 30%인 235,410㎥/일은 수세식화장실용수나 청소
용수와 같은 용도로서, 이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할 경우 전체 하수처리수 119만㎥/일
가운데 19.8%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수돗물을 대신해서 재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유량이 년중 일정하기 때문에 대체 수자원으
로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용전용상수배관을 통한 초고도 정수처리된 음용수 공급, 일반상수배관을 통한 세탁, 목욕
등의 생활용수 공급, 중수배관을 통한 하수재이용수 공급(수세식화장실용수나 청소용수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는 하수배관을 통하여 배제함으로써, 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여 공급 및 배제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음용수 공급 뿐만 아니라 앞으
로 발생 할 수 있는 물부족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상수도, 하수도로 구분된 2원화된 관로 시스템을 4원화, 즉 음용전용상수배관, 일반
상수배관, 중수배관, 하수배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같이 4원화 급배수관망체계로 구축되어 운영된다면, 음용수전용상수도입으로 현재 상
수생산량의 1/10정도의 량으로 깨끗한 양질의 음용수를 안심하고 마시고, 유해물질의 혼입의
불안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장실용수에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와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용 상수도는 기존의 재래식정수처리 시
스템으로 처리하여 보급하므로서 상수생산량의 절감 및 상수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수자원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며, 새로운 상하수급배수관망체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사
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3 지천살리기 및 친수환경 조성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근에 도심내 친수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범어
천, 욱수천, 동화천, 방촌천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수량이 적고 강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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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에 집중되어 유출되므로 평상시에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해
야 할 과제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유기물뿐만 아니라 질소, 인까지 제거하
는 하수고도처리공정으로 처리하여 신천유지수로 공급되는 10만㎥/일을 제외한 109만㎥/일
의 하수처리수를 낙동강과 금호강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처리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말고 인근 지천의 유지
용수로 활용한다면 수량과 수질면에서 연중 안정적인 훌륭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부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대명천 및 진천천으로, 지산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범어천
으로, 안심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방촌천 및 율하천으로, 달서천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달서
천으로, 북부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팔거천으로, 현풍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현풍천으로 공
급하여 건천화된 도심 하천에 환경용수의 공급이 가능 할 것이다.
현재 신천의 경우도 신천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 10만㎥/일을 사여과 처리하여 신천의 유
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유지용수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친수활동 측
면에서는 공급량을 30만㎥/일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용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급 관로의 경우 한번 매설후에는 증설이 어려우므로 환경용수
량 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3.4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의 도입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국외에서는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빗물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시즈오까의 예를 들면 공공, 공동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저류조나 지붕 탱크를 설치하여 빗물을 저류토록하고
있으며, 도로 등의 개발시에도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저류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빗물과 하수
처럼 버려지는 물을 각종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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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및 침투시설은 집중호우와 홍수 및 가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다.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강우시 저류조에 빗물을 저류하여 하류 유역의 첨두 유량을 낮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홍수예방에 효과적이며, 저류된 빗물은 정원수, 살수용수, 화장실용수
등의 각종 잡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수자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또한 침투시설은
도시의 유출율을 줄여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 증가를 꾀할 수 있어 건전한 물순환 시스
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강우 및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강우시 저류된 빗물을 청천시 살수하여 도심 열섬 현상
저감을 통한 냉방 효과가 있어 전력사용량 증가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은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빗물이용시
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 사업시행시 빗물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 등의 강력한 행
정적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 대현동 경대교 인근,
남구 봉덕동 갑이수산 주변, 성당동 성당시장 주변 등에서 도심 침수로 인한 직·간접인 피해
가 발생되어 왔다. 앞으로 이러한 도심 침수 현상은 더욱 증가 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도심 침수 해소를 위해 하수관거 확장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
으나 장기적으로 빗물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등을 도입하여 침수예방과 저류된 빗물의 타 용도
로의 활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결 언
대구광역시는 환경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메카로써, 풍부한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
며,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호강, 낙동강 수질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
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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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광역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구미공단
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상수원의 확보 및 초고도정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수와 하수로 구성된 2원화 급배수시스템
을 순수 음용수, 일반생활용수, 중수 및 하수 등 용도별로 구분된 4원화 급배수시스템을 구축
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
호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수돗물 절감, 도심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하
천 환경용수공급, 도심 홍수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빗물저류시설, 빗물침투시설 설
치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오면서 발전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KOICA)등을 통하여 많은 후진국과 개발국에 각종 기술과 자본 등으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우리 대구광역시가 축적한 환경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저개발국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이전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환경산업 즉, 물산업을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가칭 “국제물환경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아울러 2015년에 대구·경북에서 개최될 세계물포럼은 그동안 이룩하고 쌓아온 대구광역
시의 선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글
로벌 대구시 발전의 밑그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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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을 극복하는 길
지 홍 기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 기후변화와 재해: 최근 몇 년간 포근했던 겨울이 2년 연속해서 100년만의 혹한 기록을
세우고 수 년간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계절에 지난해는 봄, 여름 가리지 않고 장마전선이 한
반도를 오르내리드니 올해는 5~6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이나 소위 과학자
들조차도 기후변화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신라시대, 조선조에도
극한 가뭄과 홍수, 혹서와 혹한은 있었다고 한다. 과연 지구촌의 기후는 변화하고 있는 것인
가? 왜 변화하고 있을까? 혹시 기후변화가 과학자들의 전리품은 아닐까? 믿을 구석이 없게 되
었다. 기후변화가 저 거대한 지구와 태양계의 거시적 운동과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이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믿을 곳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반열에 오르고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
른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도시는 집중화, 거대화, 광역화되면서 인구의 쏠림현상은 도를
넘은지 오래이다. 국가권력이 편중되고 균형발전이 멀어져 갔으며, 부와 권력이 자연환경을
독점하면서 높은 산기슭마다 조망권, 일조권을 선점하고 풍수좋은 배산임수의 강변마다 초고
층 아파트와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로
위정자들이 전시행정에 급급할 때, 우면산 자락이 무너지고 광화문 도심과 강남대로가 물속
에 묻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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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이 국가 공동번영의 가치관에 반하는 과밀화와 공동화라는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지금에도 국토관리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B/C)의 잣대로
제단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균형을 가진 잣대로 나라를 바르게 제도
해야 한다.

■ 국토의 균형발전: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 탓일까?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방향
설정이 특정계층 중심으로 기울 때, 균형발전이 무너지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어갔다. 국토개
발이 국가 공동번영의 가치관에 반하는 과밀화와 공동화라는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지금에
도 국토관리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B/C)의 잣대로 제단하고 있다. 지금부터
라도 더 늦기 전에 균형을 가진 잣대로 나라를 바르게 제도해야 한다. 당시의 위정자들과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은 훗날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엄정하고 때로는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위정자들의
아집과 편견이다. 이것이 국토를 불균형으로, 도시를 과밀화·광역화로, 국민경제를 고비용 구
조로 유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개선
하고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치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보다 우리 내부의 불협화음 즉, 독선과 극
단주의, 분열과 이기주의가 우리의 공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이다. 자고로 국토의 균형발전
과 도시 과밀화를 해소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유럽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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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 경우 소득수준, 실업률, 지역경쟁력, 국경접경 여부 등을 측정해서 균형촉진지역, 경쟁력
촉진지역, 국경지역간 협력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균형촉진지역에는
EU지역 개발예산의 82%, 경쟁력 촉진지역에는 15%, 국경지역간 협력지역은 3%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낙후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
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가는 선진국들의 국가전략이다.
프랑스의 균형발전 시책은 경제활성화 지역과, 농촌재활 지역 등으로 분류해서 추진되고 있
다. 경제활성화 지역은 소득수준, 인구밀도, 실업률 등을 측정해서 낙후지역, 준낙후지역, 일
시적 낙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투자금의 최대 15～80%까지 보조해 주고 있다. 영
국은 소득수준, 실업률, 사회보장 수혜율, 제조업 의존도 등에 따라 분류하는데 소득수준이
EU 평균의 75% 이하 지역, 경제활동 촉진지역, 과거 탄광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10～50% 범위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은
평균 실업률, 실업률 전망, 소득수준, 인프라수준 등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를 차
등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별도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선진 각국이 이러한 균
형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명품도시로, 세계적인 경쟁도시로 거듭 발전시켜
왔으며, 독일의 경우는 일찍이 전국에 분포한 300여개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왔다.
■ 우리의 수도권: 우리의 경우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한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민족의 대이동은 단순히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의 발로가 아니
다. 그것은 ‘수도권 집중형 근대화’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전체 국토의 0.6% 밖에 안 되는
서울에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살고 있고 전체 국토의 12%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
의 50%가 살고 있다. 우리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수도권
은 환경, 토지, 물류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수도권 블랙홀”은 단
순한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것은 다른 지역의 인
구와 경제를 끊임없이 빨아들여 해당 지역을 고사시키며, 나아가 강원, 충청의 상당 지역을 종
속시켜 통제하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의 위력이 계속 강화되고 지방의 유출이 계속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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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순환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과거에 서울시장과 경
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에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맞서서 강력한 수도권 집중정책
을 주장했던 대표적 정치인들이다. 지금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반문해보고 싶다.
더 큰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다. 한국 100대 기업 본사의 81%, 벤처기업의 70%,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일류 교육기관이 몰려 있
어 지방의 젊은 인재들을 싹쓸이 하고 있지만, 지방의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고향으로 U
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에게 서울은 바로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
도권 집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의료서비스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바로 우
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 11개 중 7
개가 수도권 소재 병원이다. 소위 한국의 4대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진료환자 중 48.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경한 환자라고 한다. 심하게 말
하면 이제는 지방의 중증 환자 중 돈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살고, 돈 없는 환자들은 지방에
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참여정부와 MB정부, 그리고 우리의 자세: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
동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 끝에 추진되었던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수도권
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
성화시키자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핵심내용은 행정부와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으
며, 178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는 각 도시 당 인구 2만~5
만명과, 개발면적을 50만~250만평으로 조성하고 이 국책 사업이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하게도 이 사업이 법제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참
여정부에서 MB정부로 정부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다. 참
여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견제해왔던 수도권 기득세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선 지방
개발,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규제정책이 주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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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 이라는 후퇴정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일정이 결과적으
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지방화 운동 전략”은 결과적으로 지방민들의 노
력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표류하고 있는 지방화 정책의 원인은
지방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결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새로운 지방화 세력을 결집하여 지
방화 요구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화를 촉
구하는 세력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은 지금과 같은 구색 맞추기용 정책으로
는 수도권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간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타 지역의
정책을 무리하게 모방하지 않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4 ~ 5년 마다 찾아오는 선거에
대비하여 흩어져 있는 지방분권 세력들이 규합해서 자체 후보를 출정시키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민의는 무기력한 기존 정치세력들을 퇴진시키고 강력한 지방분권 의
지를 천명할 수 있는 신진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민의를
모으는데 실패하고 말았지만 대선에서는 이러한 민의를 결집시킬 때, 비로소 서울공화국을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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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소고: 사례를 중심으로1
허 창 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람 한 점 없는/ 이 마른하늘 아래
개나리 꽃잎보다 쉬이/ 벚꽃보다 가벼이 떨어지는 너는
세상 모든 어른들의 거울이다
일 년 열 두 달/ 해바라기마냥 너는
우리를 쫓고/ 또 쫓아 살았을 뿐인데......
미안하다, 내가/ 무력한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낫살먹은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야
- 졸시, 우리가 미안하다 「전문 」

１ㅤ 이 글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선진교육발전포럼이 주최한 학교폭력 근절 및 자살예방 세미나(2012.01.16)에서 주
제 발표한 원고 중 일부 자료를 재사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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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우려가 드높아지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현상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찬 동력으로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
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는 셈이다.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살이 마치 죽음의 보편적 행태인양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
다. 어느 특정 세대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병리현상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듯 한국은 수년에 걸쳐 OECD
회원국들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우려가 드높아
지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현상은 도무지 줄
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찬 동력으로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땅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
도록 하는 것일까? 또한 극단의 선택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필자는 먼저 청소년 자살의 유형과 원인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청소년 자
살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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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소년 자살의 원인별 유형분석
아래 <표1>에 제시되어 있듯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학업성적, 가정환경, 교우관계, 신체결함 및 질병에 의한 비관자살 등 크게 5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원인별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학생자살사망현황(’06~’11)
(단위 : 명)

실직/
부도/
궁핍

가정
불화/
기타

염세
비관

신체
결함/
질병

이성
관계

성적
비관

폭력/
집단
괴롭힘

기타

계

2006

6

26

26

2

12

13

-

23

108

2007

3

50

29

7

9

19

1

24

142

2008

-

54

20

3

9

17

2

32

137

2009

1

69

27

7

12

23

4

59

202

2010

5

46

28

-

10

18

1

38

146

2011

-

54

33

4

3

16

2

38

150

계

15

299

163

23

55

106

10

214

885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자살 사망현황.

1.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
갈취, 흉기위협, 협박 등을 뜻하며, 이외에도 부정행위 강요(시험 중 답안지 보여주기, 숙제대
신하기, 심부름, 불량서클 강제가입 등),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 폭력, 심부름시키기와 성적인
폭행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그 유형을 분
류하고 있지만, 관중과 방관자까지 포함해서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관중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등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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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데 반해, 방관자는 학교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체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결과
적으로 학교폭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관중과 방관자는 학교
폭력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나쁜 일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관
여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사례이다.
“경북 00경찰서는 피해학생 이 군이 유서에 밝힌 폭력서클이 교내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클 단원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은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신하기 전인 오전 8시 50분경 J군에게
‘너 내 장례식장에 오면 죽일 거야 꼭’이라고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중략)... 가해학생 J 군(14) 이외에도 또 다른 학생이 숨진 이 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
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J 군은 지난달 8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를 괴롭히는데
○○이가 웃으면서 도와줌”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2분단에 맨 뒷자리 6명 진심 재미있
어 함”이라고 올렸다. 또 다른 친구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는 “1학년 때 이 군을
괴롭히다가 이 군의 형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 (동아일보, 2012. 4.18.).

사회각계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
의 사례는 학교폭력이 특정시기에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고민을 서로 나누고 친구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어야 하는 ‘또래집단’이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오히려 ‘관중’ 혹은 ‘방관자’ 역
할을 함으로써 폭력현장에서 누군가 중재하고 제지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집단의 상실이 가장 문
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환경의 구조적 취약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난항을 겪게 한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해에 조사한 학교폭력의 현
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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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서울 시의원이 초·중·고 관내 폭력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대비 139% 증가했으며, 전국평균의 3.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관내 폭력사고를 학교 급별로 분석한 결과 1,916건 중 초등학교 37건,
중학교 1,474건, 고등학교 45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 전체
폭력사고 1,916건 중 1,474건으로 75%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가해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4,589명인데 반해 피해학생 수는 3,244명으로 1명의 학생을
1.4명의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년도 1.2명에 비해 더욱 집단화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강 타임즈, 2011. 11.05).

비록 조사지역은 서울이지만, 학교폭력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
가 될 만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은 심각하다. 혹자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폭력은 있었다’거나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등의 경험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폭력을 제지하거나 조정하고,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또래집단”
과 통제기관으로서의 “선생님과 지역공동체(이웃)”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학교폭
력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우발적 갈등의 표출이었고, 때로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서열 싸움’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오늘날 학교폭력은 개인간의 문제
가 아니라 특정개인을 두고 다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폭력의 질이 상당히 잔인하
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폭력의 희생자는 자살만이 그들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
는 유일한 비상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학생과 피해학
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또래집단, 학부모, 선생님, 학교와 학교문화, 지역사회 등 청
소년 당사자를 둘러싼 모든 사회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학업성적문제
통계청(2010)의 자료에 따르면 <표2 참조>,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 중 53.4%가 성적 및 진
학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불화 12.6%, 외로움·고독 11.2% 이 그 다음 순으로 각각 나타
났다. 20-24세의 경우에는, 성인들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반면
에, 15-19세의 청소년 대다수는 성적 및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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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소년(15~24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2010)
(단위 : %)

계

있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문
제

기타1)

15~19세

100.0

10.1

100.0

10.5

1.6

11.2

12.6

53.4

10.7

20~24세

100.0

7.2

100.0

28.1

15.8

15.4

10.5

11.0

19.2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2010

특히, 2010년 기준, 전국 16개 교육청의 학생 자살 통계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
지 최근 6년 동안 발생한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모두 870명에 달한다. 자살원인을 살펴보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학생이 100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과학기술부, 2010). 다음 사례는 실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학생의
사례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학능력시험일인 10일 오전 6시11분쯤 대전시 대덕구 모 예식장 주차장에
김모(19)군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김모군의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이 발견 당시 김군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또한 김 군의 유서로 보이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메모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 군은 지난해대전 모 고교에서 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수재였지만 명문대 진학에 실패 한 뒤 올해 수능에 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일보, 2011).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만능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
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더불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지성과 인성
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만 치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심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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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청과 경찰청은 수능시험 시행 전 시험지 유출방지 등 수능 사고예방에만 급급할 뿐, 수
험생의 심리상태 및 자살 예방 등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3. 가정환경
사람은 누구나 비행이나 일탈, 공격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해 있다. 다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떠한 가정에서 사회화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성향이 크게 좌우
된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집단으로 인간의 지능, 성격, 신체,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다. 따라서 가정의 불화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청소
년은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은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자살한 사례이다.
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B아파트 9층에서 고교 1년생 이 모(17)양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다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S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이양의 방 안에서는
“남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는데 우리는 식구들이 헤어져 산다,”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던 이양이
나중에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이미 재혼한 상태에서 이부형제(異父兄弟)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양은 가출해 경기도
안산의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2003년부터 청소년 4명과 함께 ‘그룹 홈’ 형태의 이
보호시설에서 거주했으며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이 평소 화목한 가정을 동경해 왔고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5)

가정불화는 청소년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2009)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5년간 초/중/고 학생의 자살 동기를 살펴본 결과, 가정불화가 245명(33.3%)으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에 염세비관 130명(177%), 성적비관 90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예컨대, 청소년 자살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가정 폭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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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의 미약한 정서적지지, 경제적 빈곤 등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최근 5년간 초중고생 735명의 자살 이유
1

가정불화

245명(33.3%)

2

염세비관

130명(17.7%)

3

성적비관

90명(12.2%)

4

이성관계

52명(7.1%)

5

신체결함·질병

19명(2.6%)

6

실적·부도·궁핍

15명(2%)

7

폭력·집단괴롭힘

8명(1.1%)

8

기타(미상)

176명(2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

4. 교우관계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는 교우관계인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친구관
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자존감은 저하되고 비행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지며,
심각할 경우 자살충동이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높다. 또래친구는 부모와 같은 1차
집단으로서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우정 그리고 신뢰가 상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령 가정으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하더라도 학교 및 또래집단의 지지가
굳건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일탈이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특히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학생을 소외시키는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치명
적인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힘으로써, 삶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심한 경우 극단적
인 선택을 부추기게 된다. 다음은 집단따돌림의 결과 자살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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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0일 대구에 사는 중학생 A(14)군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의 괴롭힘
을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A군이
친구로 여겼던 2명의 가해자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점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공분을 샀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악몽’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던 B군과 올 초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됐다.
B군은 숨진 A군이 인터넷 게임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중략)...... 가해친구들은 ‘
당연한’ 요구를 하듯 정도를 넘은 지시와 명령을 하기 시작했다. 책을 빼앗거나
숙제를 대신시켰고, 담배 피우기를 강요하고 용돈으로 고급 겨울 점퍼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빼앗는가하면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2011).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이다. 초/중/고교생
네 명중 한 명은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될 만큼, 집단따돌림은 현재 우리 학교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이며 그 여파 또한 상당하다.

5. 신체결함 및 질병에 의한 자살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시기이다. 또한 학교에서 같은 나이대의 또래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또
래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나간다. 이러한 시기에 질병, 외모 컴
플렉스, 신체결함 등을 가진 청소년이 있다면 이는 자아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자살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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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3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모 공고 4층 2학년 교실에서 18살 임모군이
창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은 같은 반 친구들이 못생긴
게임 캐릭터를 닮았다고 놀리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뒤
양호실에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 점심시간에 교실로 돌아간 뒤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3일밤 10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신풍동 H아파트 102동 화단 앞에 박모(16.고교 1년)군
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박군의 유류품
이 15층 옥상에 있는 점으로 미뤄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여자 친구와
다툰 뒤 괴로워했다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CBS/연합뉴스).
31일 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중간지점 전망대 위에서 고등학생 허모(17)군
이 한강에 뛰어내렸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 가량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허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허군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과 여드름,
작은 키 등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유서 등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를 조사하고 있다(세계일보, 2007).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외면적 가치
보다 내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친구들을 외모·
성격적인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포용할 줄 아는 문화를 가지도록 장려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지금의 루키즘(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생
명과 존재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배양하고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III. 나오는 말: 자살 예방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행병처럼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이 절실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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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거시체계의 네 가지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왜
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접근법이 아닌, 청소년 당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체계영역
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부연하자면, 청소년 자살은 일견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본인과 그 주변의 환경,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포함된 복합적인 요소의
결과이다.

1. 미시체계적 관점
미시체계란 개개인과 그 개개인이 관계하는 주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들의 미시체계에는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등이 포함 될 수 있으며, 이 미시체계를 구성
하는 구성주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가정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찰스 쿨리(Charles Cooley)는 일차적 관계에서 이차적 관계로
변화함으로써 사회해체가 일어난다고 하였듯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 가정기능의 해체이다. 자녀 교육을 온전히 외부 기관(학교, 학원)에 이전함으로
써 단순히 양육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함으로써 청소년
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모 교육이 여실
히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좋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
다. 특히,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성적향상에 몰두하는 학생이 아닌,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 고양될 때, 비로소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은 줄어들 수 있다.
셋째, 학교당국은 명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담임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야하며, 담임 및 부
담임의 선정 시 학생지도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인재를 최우선 선정대상으로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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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같은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직업으로의 교사에 안주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교
직을 천직으로 알고 스승으로서의 자기모습을 위해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들 선생님들에게 보수적 인센티브가 아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
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웃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에서 그 지역 구성원들의 통제기관 역
할을 수행해왔다. 부모가 없는 곳이든,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심각한 일탈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지역공동체 성원들이 한결같이 ‘청소년들을 자기 자식인양 생각
하고 그들의 위험한 행동에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공동체는 원초적 관계
보다 이차적 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선도할 수 있는 “어른성”의 회복이 필요
하고, 그러한 “어른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형성이 절실하다.

2. 중간체계적 관점
미시체계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중간체계적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친구, 부모와 학교 선
생님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교사 또한
자기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여러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녀가 체벌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는 한, 교사들은
결코 학생들을 자기 자녀 대하듯이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
하는 관계문화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앞선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많은 학생들의 문제 원인이 가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만큼,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가정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웃과의 유기적인 관
계형성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이웃이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
호해줄 수 있도록 주변의 안전판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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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체계적 관점
지역사회 및 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검열적인 학교 통제와, 처벌 및 감시를 위한
행정이 아닌 참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를 격려하고 북돋아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왕따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게 기계적인 행정적 처벌 혹은 불이익 등
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이후에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일선 학교의 책임자 및 행정을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과부장, 학생부장 등에게 부과된 행
정업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의 역할은 교육실적 및 결과의 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교육의 과정과 그 내용을 제대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지
역 내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입학생 수와 명단이 적힌 플랜카드를 부착시키는 일을 당장 금지
하여야 한다. 성적에 의해 소외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그래서 학교로부터 패배감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자살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거시체계적 관점
교육이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제도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자생력 강화와 공동체 질서의 내면화를 통해 사회집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 그리고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구성원
들의 생존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교육은 인지능력 즉 이성적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결과 명문대
학 입학만이 초중고 교육의 지상명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지능력에 의한 평가가 아닌 감성
능력과 신체능력 등을 아울러 평가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개인마다 가지는 차이
적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의 철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내면화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선발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인지능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임용고시를 통과
한 사람만으론 학교구성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말
처럼, 우수한 인지능력과 시험 합격을 위하여 오로지 시험공부에만 몰두한 교사들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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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차이적 학습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성장기라고 하는 신체적 정
신적 혼돈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정녕 필요한 사람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감동
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당사자의 병리현상만이 아니라 어떤 의
미에선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도 절망에 빠져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머니’, ‘감동을 주는 선생님’, ‘감동을
주는 학교’, ‘감동을 주는 이웃’. ‘감동을 주는 사회,’가 희망의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길 고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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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과 생명과학
허 태 린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생명과학이란 이미 단일 학문 분야가 아니라 생명현상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관련 학문분
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생명과학이란 생물학은 물론 미생물
학, 유전공학, 생화학, 농학 등의 고전적인 학문분야 외에도 화학과 물리학 분야 그리고 약학
및 의과학 분야도 핵심 분야로서 이미 포함된 융합학문 분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생명
과학은 기계 및 정보분야와 융합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및 진단장비 산업의 발전에도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생명과학 발전 역사와 함께 현대 생명과학이 인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고대부터 19세기 후기 생명과학의 발달사 및 영향
생명과학은 인체 탄생과정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과학적인 연구의 기원은 기
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제안 한 생명은 열, 수분 그리고 고형체 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이 후 약 100년 후에 그리스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
스는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2가지 가능성에 대한 가설로서 인체의 장기를 포함 한 모든 구조
물의 축소판을 담고 있는 인간의 씨가 점점 커지면서 인간이 태어나거나, 또는 몸의 각종 구조
물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 지면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
서 후자의 가설이 올바르다는 것은 현대인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우습게도 이들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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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들어서 생명체는 세포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
였고 이 결과 세포 및 동식물 개체내의 생명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
다. 이런 연구결과의 성과로서 20세기 들어 항생제, 암치료제 및 각종 질환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 가설에 대한 학술적 갑론을박이 19세기 말 까지 계속되면서 생명과학의 근간인 생물학, 유
전학 그리고 발생학들이 발전되었다.

2. 근대 생명과학 발달사 및 생활에 대한 영향
19세기에 들어서 지금까지 인류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 졌
다. 이중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은 살아있는 개체만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다는 파스테르의 연
구 결과로서 이에 따라 쨈 및 통조림 등의 다양한 저장식품 제조기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미생물, 동물 및 식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가 실제 생체 화학반응
을 매개한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어 생화학 및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가 본격적으로 연
구되기 시작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양조기술, 식품발효기술 및 다양한 식품가공기술들도 탄
생되었다. 이런 근대 생명과학의 발전에는 1590년대에 독일의 얀센 부자에 의해 처음 발명된
현미경이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는데, 17세기 레벤후크가 독자적으로 개선시킨 현미경을 사용
하여 실제 미생물 세포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생물학의 발전이 가속
화가 되었다. 이 이후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을 현미경을 통해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져
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존재에 대한 확인은 물론, 세포내의 핵, 소포체, 세포막 등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를 연구하는 세포학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불치의 역
병으로만 알려져 있던 콜레라, 장티푸스 등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의 원인은 미생물 병원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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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밝혀지고 이를 치료 할 수 있는 항생제가 미생물로부터 개발될 수 있었다. 한편 현미경은
현대에 들어와 2세대 전자현미경과 3세대 원자현미경으로 발전되면서 세포내의 물질의 이동
이나 결합반응 등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명과학이외에도 나노입자를 비롯한 다양한
신소재의 관찰 및 가공에까지 핵심적인 장비로 이용되고 있어서 첨단산업 산업분야의 다각적
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포수준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미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단세포인 미생물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에 대한 의문
들을 풀기위해 물질대사를 중심으로 한 생화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생화학이 발전함에 따라
1940년대에는 인체 및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몸 안의 물질대사 영역까지 생화학이 확대되어
밥과 빵을 먹었을 때, 어떻게 몸에서 이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대
사생화학 분야가 발전하게 되어 현대 생명과학에서 영양학 및 대사에 관련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3. 현대 생명과학 발달사 및 신약개발 기술 발전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중나선으로 된 유전자(DNA)구조의 규명과 세포생물학적 지식의
축적이 결합되어 발전하였으며 재조합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유전공학기술이 탄생되면서 현
대 생명과학의 응용성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 이런 생명과학의 발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
령의 암을 완전정복 할 수 있는 국가적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는데, 아
직까지도 비록 암을 완전 정복하지는 못하였지만, 부가적으로 유전자의 구조와 발현조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자생물학 및 세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세포
생물학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들이 함께 융합되어 현대 생명과학의 주류인 분자세포생물학
이 발전하게 되었다.
유전공학이 처음 시작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코끼리만한 크기의 돼지, 열매는 토마토 그리
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포마토 등 지금 볼 때는 비현실적인 결과물들을 예상하여 전 세계
가 매우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자세포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인슐린 및 EPO(적혈구 생
성촉진인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다양한 인체 성장조절인자 및 생리활성물질(주로 저분자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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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조합하여 대장균, 효모, 동물세포 및
식물세포 들에서 이런 단백질(바이오)의약품들을 인공적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세계 의약품시장 시장 규모 약 580조 원 중 바이오의약품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총 136조 원으로 23%를 차지했으나 향후 2015년에는 총 189조 원
규모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란 이런
재조합유전자산물인 생리활성조절단백질들 중 전 세계에서 임상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물질
들 중에서 이미 특허가 만료된 것들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산업화가 되는 과정 및 임상 사용 허가의 취득에 있어서 오
리지널약품과의 약효의 동등성, 생상에 따른 순도 및 품질의 균일성 해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제점들이 있으며 또한 저온 보관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점 및 대부분 주사제로만 제한된 투
여 방법 등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급속한 발전에는 한계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약이란 개념은 이런 바이오의약품과는 달리 저분자의 합성화합물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이런 합성신약들이 전 세계 치료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투여받는
대부분의 약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합성신약의 경우, 성공했을 때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
음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가 투여 받고 있는 약물들은 이미 10~20여 년에 개발되어
사용허가를 받은 것들로서 합성된 후보물질들 중 치료 또는 개선효과가가 독성과 부작용에 비
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질들로서 대부분 약물이 어떻게 질병을 개선 혹은 치료하는지 잘 모르
는 상태로 신약으로 허가받아 임상에 사용 할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약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사용
사례로 볼 때 실제 생각했던 만큼의 약효도 충분하기 않음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치료효과가 보
다 확실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새로운 개념의 신약개발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약 20여 년 전부터 생체신호전달이란 학문분야가 발전하고 있어서 생명과학이 또 다
른 발전 전기를 맞고 있었다. 생체신호전달이란 세포 및 동식물 개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호르
몬, 성장인자, 영양분 및 산소 공급조건 등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생존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한 생체 반응 전략지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
전하게 되어 이를 이용 한 신약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로서 백혈병치료제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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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백은 수많은 생체신호전달계 중에서 특정한 인산화효소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발병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효소의 활성만을 선택적으
로 억제할 수 있는 표적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얻어진 결과물로서 치료효과가 이전의 다른 항
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선택적인 표적을 이용한 전략이 성
공가능성이 높음이 증명됨에 따라 최근의 신약개발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런 특정표적만을
겨냥한 표적화합물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효과적인 표적신약의 개
발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환표적(유전자)을 찾아내는 일들이 함께 수행되어야 만 남들보다
우수한 신약개발이 가능하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서 신약개발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
다. 그러므로 신약개발은 그 기초가 되는 생명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으
며 성공하더라도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면 더 우수한 후발주자들에 밀려서
신약산업은 사상누각이 되게 된다. 반대로 신약제조기술 없이 생명과학만이 발전하는 경우에
는 다른 국가의 대형 제약회사들에게만 국민의 세금인 국가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무료
로 제공해 주는 국부유출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생명과학과 신약개발은 항상 병행하여 발전
하여야 만 한다.
다행히 대구·경북지역에는 2010년부터 국가로부터 정부의 관련 지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지
원을 받아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해 주는 상설 전문 지원기관인 대구·경북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어 지역이 신약 및 관련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호기
를 얻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에 풍부한 생명과학 및 의료기관·의료전문
인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노력한다면 향후 대구·경북이 아시아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생명과학의 발전은 생명과학기기
및 의료기기의 발전에 직결되므로, 지역의 정보기술 및 기계부품 연구분야의 우수 인력과도
동시에 연계된다면 가장 빠른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동반 발
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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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신기술로의 줄기세포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기를 원한다. 인간이 병에 걸리면 신약개발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
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질환의 악화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로 건강함 삶을 유지하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약 인체의 사고로 손상된 장기, 노화 및 질
병에 의해 이미 기능이 없어진 장기를 기계부품처럼 새것으로 교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하는 생각은 인간인 이상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체의 많은 장
기들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못하는데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들을 모두 만들
전능한 세포로서 이를 이용하면 모든 종류의 세포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체가능 한 새로운 장기 생산에 이용해보려는 시도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러
나 아직도 특정한 세포로 만드는 수많은 인자들의 정체와 작용의 이해가 낮아서 아직도 기술
적인 어려움과, 또는 줄기세포를 몸에 이식했을 때 전혀 예상 못했던 다른 종류의 세포로(예로
서 치매의 치료를 위해 뇌에 이식할 경우 뇌신경세포대신 뼈가 만들어 지거나 혹은 암세포로
되는 등) 만들어 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줄기세포를
직접적으로 치료에 널리 사용하는 것은 당분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현되지 않을 전
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은 언제인가는 가장 시장성이 큰 치
료제로 성공할 것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서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과학분야 뿐 아니라 선진
국들 간의 첨단기술 확보 분야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래 신기술 분야이다.

5. 향후전망과 제언
생명과학은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연구하는 단계를 지나, 신약개발
을 위한 의약학, 우수 식물종자 개량을 위한 농업, 영양가 높고 건강성과 수명까지도 연장 가
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질병진단용 첨단의료기기 개발 분야
등에 융합되어 다각적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최근의 생명과학 발전 추이를 볼 때, 향후 고전적인 식물자원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는 물론 미생물을 이용한 전지개발, 휴대용 인체유전자 분석기, 각종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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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환형태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영상장치 및 혈액분석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장기의
생산 및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항암제 신약, 당뇨병 등을 완치 할 수 있는 신약개발 등
의 실현이 10여년 이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며, 이에 다른 국·내외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획기적 변혁도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고려할 때 현재 생명과학과 정보소재기술이 풍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
치되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대구·경북지역은 현시점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하루 바삐 지역 연구개발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발전전략 및 효
율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재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 지금 시점이 미래 지역산업사회 예측과 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만 될 적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실천을 위해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
체는 물론 학계와 산업계도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이미 유치가 이루어진 첨단복합의료단
지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실천은 물론, 현재 구상중인 국가유전체연구원, 암센터
분원 그리고 생명과학 및 신약개발 관련 국가출연연구원 분원단지 유치 및 구축 등에 대한 준
비와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만이 지금까지의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실질
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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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생
김 이 균 대구성서초등학교 교장

최근 교육 관련 화두 중 하나는 ‘행복’에 관한 것이다.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
생, 행복한 학교 풍토 조성, 행복 지수, 체감 행복’ 등 행복이라는 말은 인기 용어이다.
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한 점을 지
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즐기게 될 때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고 학생들은 행
복해지며 교육의 효과도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 학생의 장래를 위해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범모는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이라는 글에서 ①나를 좋아하는 선생님 ②내가 좋아하는 선
생님 ③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④가끔 감동을 주는 선생님 ⑤열중하는 학생 ⑥남과 잘 어울리
는 학생 ⑦해 볼만 한 공부 등을 열거하며 ‘교사, 학생, 공부, 지역사회 풍토’의 4중주(重奏)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학교를 꿈꾼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선생님이 존경스러운 선생님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 따라 다르게 답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학부모에 관한 질문 역시 대답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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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한 점
을 지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즐기게 될 때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고
학생들은 행복해지고 교육의 효과도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
한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현실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질적인 행복감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
고 느끼는 정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방정환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2012.5.4.)에 의
하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물질적 행복지수(평균 100점)는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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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행복지수는 ‘가족 중 성인의 직업이 있는지’, ‘집에 책이 10권 이상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는지’ 등을 물어 경제적인 풍족 정도를 측정한 수치
이고, 주관적 행복지수는 ‘학교생활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질적 행복도와 주관적 행복도 순위가 대
체로 비슷한 반면 한국은 크게 엇갈렸다. 연세대학교 Y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들은
여느 국가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가출과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어 주관적 행복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어린이재단’에서 전국 초등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새학기에 친하게 지
내고 싶은 친구’는 ①성격이 좋은 친구(49.1%) ②공부 잘하는 친구(21.1%) ③잘 놀아주는 친
구(12.4%) 등의 순이었고, ‘새학기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친구’는 ①잘난 척하는 친구
(35.4%) ②성격이 나쁜 친구(33.5%) ③싸움을 잘하는 친구(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
이 좋은 친구가 인기 짱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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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많이 힘들
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①공부 ②친구 사귀기가 힘들다고 응답했다.
‘소년조선일보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대통령께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부모
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청와대에서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2008년 창간, 매월 2회 청와대 발행)’ 기자단을 초청해
(2012.6.2.) 대통령과 대화 시간인 ‘고민을 말해봐’ 코너에서 어린이 기자단은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다’, ‘교우 관계’, ‘장래 희망’, ‘이성 친구’, ‘외모’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

학교와 가정의 역할
학생에 대한 인간적 기대감을 가져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다면,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론’이다. 피그말리온의 교육적 원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교사가 학생에 대해 지적 성장
에 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학생의 지적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
다. 왜 그럴까?
첫째, 교사는 잠재력이 있다고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
한 교사의 태도는 알게 모르게 교사의 목소리, 표정, 몸짓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둘째, 교사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관심과 격려는 학생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고 학습동기를 높여 준다. 또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셋째, 학생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성적이 오르게 되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
교사는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는 다시 선순환 구조로 변한다.
오크 초등학교에서 수행한 피그말리온 효과에 관한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교
사의 기대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이다. 즉 학생의 지적능력은 교사의 기대감만
으로도 그 가능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능력, 즉 교수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려면 여러 가지 교수법을 익히는 것보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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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사 스스로 학생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에 관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교사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인간적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창의성을 키워야
21세기 키워드 중의 하나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만들어낸다, 새롭다, 독창적이다, 보람 있
다’는 말과 관련이 깊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 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를 결집할 수 있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벽 교수는 ‘인성과 창의성 신장(2010)’에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고 했다.
첫째, 튼튼한 기초실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력이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위에 세워지
는 새로운 발상이기에 최소한 기초만큼은 튼튼한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
하고 포용해서,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지식과 생각이 함께 어울리면서 더 크
고 다양하고 멋진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학생이 쉬지 않고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호기심과 모험심을 허용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창의력이란 기존 체제와 틀에서 벗어
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다. 위험부담을 무릅쓰는 모험심은
창의력의 필수요소이다. 결과와 무관하게 색다름과 독창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허용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생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실수
하여 상처를 입더라도 곧바로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 상처회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이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
니라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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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생각의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에는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데 ‘세븐 일레븐, 스토리
웨이, 훼미리 마트, GS 25’ 등 편의점 이름도 다양하다.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방문해
서 편의점 ‘세븐 일레븐’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게 한
후 회수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나왔다.
•세븐(7)이나 일레븐(11) 모두 행운의 숫자일 것 같다.
•7×11은 77이니까 행운의 숫자(7) 2개는 행운이 가득하라는 의미이다.
•편의점에서 700원에 구매한 물건은 소비자에게 1,1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창업자(사장)의 생일이 7월 11일일 것이다.
•처음 가게 문을 연날(개업일)이 7월 11일일 것이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는 뜻일 것이다.
학생들의 생각은 참으로 다양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이나 모험심 등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적절한 발문과 반응을 통해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한다.

인성교육을 잘해야
요즈음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하자고 한다. 인성이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배려하는 마음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베풀 줄 알고, 신의를 지키
고, 사람을 만날 때 밝은 표정을 보이고,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이 없는 자리
에서 남의 흉보기를 삼가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등 여러 덕목을 나열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주
위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내가 몸이 아플 때 괴로움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배가 고파서 허기진 어려움을 겪어봤다면 옆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그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됨됨이 즉 바람직한 인간이고 인성
이 좋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세상이니 이것은 인간이기 이전
에 인(人)의 성(性)을 포기한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측은해 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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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하여 남을 잘 도와
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서 겸손해 하는 사람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풍토를 조
성해야 한다.

인내심을 키워야
‘○○일보’(2012.5.17.)에 게재된 일부 학부모들의 황당한 행태를 그대로 옮겨본다.

• “학원에 가야 되는데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로 항의
• “ 왜 우리 아이 반장 안 시켜 주느냐.”며 교사 찾아와 폭행
• 걸핏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
• 교실 뒤에 10분간 서 있는 벌을 줬다고 교사를 찾아와 우산으로 폭행
• 잘못을 지적하면 “왜 우리 애만 벌주느냐.” “애 기죽이지 마라.”며 항의
• 교내대회에서 장려상 탄 것, 수련회 때 휴대전화 수거한 것 등을 따지며 학생들 앞에
서 “네가 뭔데? 선생이면 선생이지 나한테까지 선생이야?”라며 폭행
• 시험문제에 대해 따지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노골적으로 무시

학생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선생님을 찾아가 막무가내로 폭행하는가 하면 교사의 사생활을
뒷조사 하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요즈음 자녀 수가 하나 아니면 둘인 가정이 대부분이다. 자녀가 귀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약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잘못 거두어 먹여서’, 성적이 안 좋으면 ‘집안 형편이 안 좋아
과외를 제대로 못시켜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모가 나면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빠 애를
돌볼 여가가 없어서’라고 한탄 한다.
예로부터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사람에겐 간이라도 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
다. 그러나 자녀 인생의 주인은 자녀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자녀 문제를 부모 안에 포함시켜 생각하려고만 하
지 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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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집
밖에서 조그마한 피해라도 입었다 싶으면 ‘누가 감히 내 아이를⋯⋯.’하면서 온 가족이 가해 학
생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심지어 가해 학생을 어른이 폭행해서 아이 싸움이 양쪽 집의 어른
싸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아이들 간의 대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은 가급적 자제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 상
처를 주는 말을 듣거나 자기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데도 성인군자처럼 다 받아줄 사
람은 드물다.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다. 어른들이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
려하며 대화하는 법, 화날 때는 좀 참는 법 즉 인내심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결국 아이의 행복
한국교육신문(2011.10.17.)에 게재된 학교 현장의 ‘행복한 학생’을 소개한다.

몇 년전 작은 학교에서 저학년을 가르칠 때였다. 21명 중에서 반장으로 뽑힌 남학생 아
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늘 웃고 친구들도 많았다. 친구들에게 다정한 말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를 건드리거나 힘들게 하는 친구까지도 자기편으로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저학년답지 않은 배려와 봉사정신이 기특해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물어보
았다.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힘든 사람을 보
면 늘 도와드려요. 저에게는 화가 났을 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친구의 입장에서 생
각해보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행복한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거두면서 동시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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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業旅行落穗
이 진 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떠나기 전에
유럽은 어릴 적 동경의 세상이었다. 동화책도 거의 유럽 이야기였다. 그 유럽에 가고 싶었
다. 세상이 좋아지면서 우리도 온 세계를 다 가게 되었지만 공무원 노릇 서른 해를 넘기고도
유럽 출장의 행운을 잡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 그 명목이 ‘졸
업여행’이다.
졸업여행이라. 졸업이라면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이라는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
까. 얼핏 보아 내용이 잘 생각나지도 않는 영화인데.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의 작은 키에 평범
한 얼굴, 어딘가 조금은 모자란 듯한 모습에 나를 투영한 때문인지 모른다.
같이 가기로 한, 졸업생 중 한 사람이 못 가게 되었다. 나이 든 사람의 나그넷길에는 마음은
두고 몸만 나서는 법인데 무슨 이유이든 아쉽고 서럽다. 그게 그 혼자만의 처지가 아니고 ‘우
리’의 처지가 되니 더욱 그렇다.

그리스
석양 빛의 아폴로 신전을 보고 그리스 문화의 위용에 놀란 마음이 한참을 달려와 닿은 호텔
은 크기가 우리의 모텔 같이 작지만 소박하고 깔끔하여 편하다.

252 I 대구광역시의회

이진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저녁도 빵과 치즈, 우유, 스크램블 에그, 올리브기름, 샐러드로 이루어진 소박한 뷔페
이지만 모두들 즐겁다. 이국 음식이 주는 거부감이 없다. 아주 소박하면 모두에게 통
하는구나. 나름대로 손을 대면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법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이
다. 잘난 체 양념을 채우고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낯설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겠다. 소박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통하지만 꾸민 마음은 사람을 멈칫하게 한다.

약간 어두컴컴한 나무 계단을 밟으며 치즈를 띄우는 냄새인가, 큼큼한 냄새를 맡는다. 메주
를 띄우던 우리 사랑방 같구나, 그리고 옛날 잠자리뿐 아니고 밥도 주던 시골 여관 모습이 이
랬지. 소박하지만 누추하지는 않다. 그냥 수수하지만 정이 스민 주막 같다면 옳은 말일까.
저녁도 빵과 치즈, 우유, 스크램블 에그, 올리브기름, 샐러드로 이루어진 소박한 뷔페이지만
모두들 즐겁다. 이국 음식이 주는 거부감이 없다. 아주 소박하면 모두에게 통하는구나. 나름대
로 손을 대면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법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잘난 체 양념을 채우고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낯설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겠다. 소박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통하지만 꾸민 마음은 사람을 멈칫하게 한다.
뷔페식당에는 우리밖에 없다. 이 작은 주막을 스무남은 나그네로 그득 채우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특별 배려도 바랄 수 있겠다. 밥 먹는 그 자리에서 한잔 술을 즐기게 하는 양해는 20
유로의 팁 덕이다. 웃으며 마시는 술이 장난이 아니다. 양주 두 병이 동나고 수십 개의 작은 소
주병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낭만파이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피곤한 심신을 달래려고 방에 들어가니
시내로 나가자는 성화가 장난이 아니다.
작은 小도읍이지만 관광지여서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카페로 밤거리가 알록달록하다. 가로
등이 휘황찬란하지 않으니 더욱 알록달록하지만 푸근하기도 하다. 유리창 너머 여러 가지 사
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약한 불빛 아래 한잔 맥주를 놓고 소곤소곤하는 이들도 있고,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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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웃으며 즐겁게 먹는 사람, 포커놀이에 열중하는 얼굴들, 간단한 악기로 음악을 만드
는 사람 옆에서 그걸 듣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도 싸돌아다니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의 몫, 나
이 많은 이들은 한 곳에 느긋이 앉아서 이야기나 한잔을 즐기고 있다. 이 모든 모습이 관광지
에서는 볼거리이다. 저기에 한몫 껴야 할 텐데. 여유로운 모습들이 부럽다.
여성들은 모피에 약하다. 10유로짜리 밍크 털가죽 자투리로 만든 목도리를 파는 집에서 가
던 발을 뗄 줄 모른다. 그들은 물건을 살 때 시간을 요량 않는다. 또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런
데서는 참을성을 잃는다. 내버려두고 남자들끼리 거리를 다녀본다.
어디로 갈까. 달리 할 일이 있나. 맥주나 한잔하지.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다. 燒麥으로 한
잔합시다. 뇌관은 우리 소주 대신 그리스의 술로 하지요. 그럴 줄 알았지. 아까 숙소로 오는 차
안에서 가이드에게 물었다. 여행에서의 큰 관심사 중 하나, 우리 소주처럼 싸게 마시는 이 지
방 술이 있습니까. 잘 못 들었나. ‘지푸라기’라는 술 이름이 기억난다.
지푸라기? 되묻는 슈퍼 주인의 얼굴이 아주 반갑다. 이거 잘 안 팔리는 술 아니야? 예감이
좋지 않다. 두 병을 사서 맥주 컵에 조금씩 나누어 따라 준다. 한 모금씩 맛을 본 사람들의 얼
굴이 말이 아니다. 큰 기대를 한 ‘그리스 燒麥’은 그리스 소주에서 나는 산초 비슷한 냄새 때문
에 완전히 그르치고 만다. 나쁜 예감은 늘 들어맞는 법이다.
아폴론, 포세이돈, 파르테논 신전⋯, 신전만 보노라니 그리스 일정이 끝난다. 그 중 저녁 답
에 본 제우스 신전, 왕위를 빼앗기고 쓸쓸히 혼자 남은 늙은 사자의 갈기가 주는 추레함이 머
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마디로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이 있었다는 데 놀랍고 우리에
게까지 남아있다는 게 더욱 놀랍다.

로마-폼페이
2천 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폼페이 유적을 보고 난 소감은 한마디로 ‘대단하다’이다. 우리
라면 삼국이 신화 속에서 겨우 깨어났을 때인데 지금의 기준으로도 완벽한 도시이다. 3미터
잿더미에서 2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生老病死가 생생하여 혹시나 하고 자꾸 엿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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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폭발로 인한 재앙, 좋지 못한 일도 후손에게 관광자원이 된다니 좀 야릇하다. 어떻게
보면 비극까지도 자손을 위해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참 대단한 조상이다.
폼페이에서 소렌토로 가는 철도역, 驛舍 못 보았지만, 우리 시골 역 같겠지. 그것도 관광자
원이다. 여러 사람의 카메라 셔터가 열린다.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는 옛날 우리의 기동차 같은
모습인데 겉에 온갖 낙서를 갈겨놓았다. 그런데 그게 지저분하다든가 어지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누구의 죄이고 덕인지 모르겠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 섞여 간다. 가이드가 아무데나 빈자리에 가서 앉으란다.
차 안이 제법 복잡하다. 어렵사리 빈자리를 발견하고 서슴없이 엉덩이를 걸친다. 이래 봐도 복
잡한 지하철에서 단련된 몸이다. 옆에 앉은 뚱뚱한 아주머니는 이방인이 들어와 앉는 데도 눈
길 하나 주지 않는다. 분명 시골 사람들 같은데 그 모습에 오히려 내가 희한해진다. 닦은 영어
실력 발휘하게 말이라도 걸어보지. 영어를 모르는 모양이다. 공용어를 잃은 두 남녀는 서로 외
면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옆자리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사람,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사람 같은 노부부가 큰 배낭
을 앞에 두고 앉아있다. 그들도 역시 코카시안인데 미국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것은 그들의 손
에 책이 들려 있다는 것, 그것이 세월에 빛바랜 펭귄 문고 때문인지도 모른다. 도저히 주위 사
람들과는 안 어울리는 듯 차분한 모습이다. 일상이 여행인 듯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외국의 차
안에서도 덤덤하다.
조용하던 차 칸이 갑자기 떠들썩하다. 하교 시간인가, 중학생인 듯한 처녀애들이 한마당 들
어온다. 여자는 동서를 막론하고 수다가 많다. 더구나 젊은 사람은 더 하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밉거나 싫지 않다. 한결같이 예쁘고 날씬하다.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이게
남자의 마음인가. 그러나 우리 아이들보다 매력적이지는 않는다. 그들보다 몸의 곡선이 단순
하고 얼굴은 수더분하지만, 우리 애들이 더 매력적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 이
게 객관적일까.
갑자기 가이드가 작은 소리로 다급하다. 집시예요, 집시. 조심하라는 말이겠다. 집시라니 ‘노
트르담 더 파리’의 지나 롤로브리지다, 그 집시 말인가.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지나간다. 내
가 생각하는 집시는 약간은 동양의 피가 섞인 꾀죄죄한 모습인데, 아니다. 내미는 손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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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이탈리아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안고 있는 아이는 똥그란 눈이 인형같이 예쁘다. 아
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을 보니 인도 여행 때 생각이 난다. 구걸하는 인도 여인들도 하나같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다.
카프리 섬으로 가는 배를 타러 간단다. 어두침침한 깊은 골목을 지나가니 햇빛 아래 자그마하
고 깔끔한 도읍이 환하게 나타난다. 깨끗하고 예쁜 도시 위에는 따뜻하고 밝은 봄볕이 제격이다.
사람들이 노상 카페에서 여유롭다. 콧수염을 기른 어른은 맥주 한잔을 두고 햇볕아래 담소
를 즐기고 소녀들은 테이블 위에 주스 잔을 놓고 옆 접시의 과자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연
신 깔깔거린다. 손님 없이 치우지 않은 빈 그릇이 더욱 여유로워 보인다. 저기 가서 잠시 앉았
다 가고 싶네요. 사람의 마음이란 똑같은 것인가. 맞아. 여행에는 저런 맛도 보아야 재미나는
데 말이야. 졸업반 둘이서 입맛만 다신다.
여행은 레크리에이션, 말 그대로 쉼이고 느긋해야 하는데, 왜 여기서도 日常과 같이 달리고
서둘러야 하는지. 눈도장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라. 아직 우리에게는 양이 중요하다.
기차간에서 본 미국인 부부가 보여준 모습이 부럽다. 그들이라면 아마 저기에서 쉬었다 갈 거
야. 느긋한 모습에 별안간 막걸리 생각이 난다. 따뜻한 볕 발아래 열무김치에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싶다.
카프리 섬으로 가는 배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몰려가니 乘橋를 열려던 뱃사람이 소리친다.
‘뒤로, 뒤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 이거 한국말 맞제. 처음엔 부끄러웠다. 한국 사람이
늘 차례도 안 지키고 몰려드니까 이 말을 하는가. 아니다. 이탈리아 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국적을 분간 못 할 흰둥이들도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하필 ‘뒤로!’이냐 ‘backward!’나 ‘後に’ 도
있을 텐데.
카프리 섬, 카프리 섬, 하기에 무슨 색다른 사연이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그냥 황제들의
휴양지란다. 전기차를 타고 현기증 나는 아래 경치를 구경하노라면 금방 곤돌라 타워가 나온
다. 혼자 앉아 가는 곤돌라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열대의 경관과 숲 사이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
을 보며 제주도와 비슷하구나, 한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 섬을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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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 섬에 실망한 무리가 바닷가로 간다. 팩소주가 눈앞에 나타난다. 누가 서너 병을 품고
왔나보다. 잔과 안주까지 갖추어진 완벽한 준비이다. 한국 사내 예닐곱이 바위에 둘러앉아서
카프리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잔 들고 유쾌한 웃음을 나눈다.
파도가 치는 어스름, 바위 위에 누가 작은 돌들을 이어
‘LOVE’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빅토르
위고가 본 노틀담 사원 종루의 ANATHK(운명) 刻印처럼.
술은 술을 부르는 법. 한잔 더 하고 싶어 두리번거리다가 노
상 카페를 찾아낸다. 우리를 맞은 사장이 신이 난다. 일차로 간
사람을 위해 한잔씩 맥주를 시킨다. 그러다가 두 사람 더 오니
추가 주문하는 총무의 영어가 너무 고급 문장이라 주인이 못 알
아듣는다. 이럴 때 나서야지. ‘Two more beer, please’ ‘Oh, two
beer.’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서 박수소리가 난다. 자식들 날 우습게 보았지. 나, 이래 봐
도 UN군 분대장 Sergeant Lee였어.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돈을 낼 때는 서운하다. 시원 섭섭. 한잔에 만원 꼴이라니까. 그래도
노상 카페에서의 맥주 한잔, 이것이 카프리 섬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작은 것의 기쁨이 오히려 중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로마-트레비噴水
바티칸 박물관과 베드로 성당을 보고 그 웅장함에 놀란 가슴을 트레비 분수에서 달랜다.
‘로마의 휴일’을 보기는 했지만, 배경으로 트레비 분수가 나오는 줄 몰랐다. 사실 그 영화의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어떤 나라의 공주와 미국 기자의 깜짝 사랑이야기, 결
말이 산뜻은 하나 기쁘지 않은 영화라는 기억뿐이다.
트레비 분수 뒤의 조각이 아주 화려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음은 분수가 유명해서인지
모른다. 가이드가 자유 시간을 주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하고는 깍쟁이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
인다. 羅處長이 웃는다. 여기 온 사람들 다 가방을 앞으로 해서 배에다 걸쳤네요. 어디, 정말,
남녀노소, 東西를 가리지 않고 작은 가방을 배 앞에 두고 있다. 우리 가이드만 주의를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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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닌가 보다. 아침에 한 가이드 말이 생각난다. 로마에서 뒤로 맨 가방은 내 것이 아니고 옆
으로 맨 가방은 내 것일 수도 남의 것일 수도 있으니 내 것이라면 앞에다 두세요.
분수를 등지고 동전을 던져 넣는 사람이 많다. 이십 전 동전으로도 다시 로마에 올 수가 있
다지.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사진 찍는 무리에 분수의 물처럼 섞이고 만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햅번과 그레고리 펙이 아이스
크림을 먹은 가게에 간다. 미리 온 여 직원이 자기들은 ‘오드리 햇반’이라고 웃으며 자리를 양
보한다. 햇반은 무슨 햇반, 햅번이지. 오늘은 모두가 비너스이고 오드리 햅번이 되어야 아이
스크림이 제 맛 날 터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이 팔렸을까, 또 그 아
이스크림이 이 아이스크림일까 생각한다. 종이컵에 든 아이스크림을 떠먹다가 진열된 아이스
크림콘을 보고, 저기다가 담아 먹을 걸 하다.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는 콘 아이스크림이 더
여행 분위기이겠지. 그리고 혼자 먹는 거 보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좋아하는 남녀가 둘이
먹는 게 더 낫겠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탈리아 가서 폼페이, 포르 로마노, 콜로세움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수박 겉
핥기로 스쳐왔다. 특히 콜로세움에는 들어가지도 못 해 아쉽다.

터키-그랜드바자
그랜드 바자는 우리의 남대문 시장과 비견할 수가 있겠다. 이스탄불의 남대문 시장, 혹은 서
울의 그랜드 바자라고 서로 관형사를 바꿔가면서 불러도 되겠다. 남대문 시장에는 노점상들
의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랜드 바자에는 소리 대신 온갖 알록달록한 빛깔로 가득하다. 언뜻 보
면 남대문 시장이 활기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활기는 노점상의 ‘골라, 골
라!’의 박수 소리나 샤우팅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한다. 온갖 것이 다 있다. 금은보화에, 섬유에, 도자기에, 먹을 것에, 심지
어 칼도 있다. 초승달인가, 그믐달처럼 생긴 사라센 칼은 물론 모조품이다. 이것저것 보다가
알록달록 칠보 같은 칠을 한 작은 종지 세 개와 냄비 받침대 두 개, 거울 두 개를 산다. 칠보 종

258 I 대구광역시의회

이진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지는 한 개 2유로라는데 6개를 사면서 ‘ten 유로’하니까 상인은 웃으며 내 어깨를 탁 치면서 ‘헤
이, 서울 price’한다. 에누리를 했다 이거지. 에누리는 시장의 재미인데, 그 정도로 뭘 그래. 너
라면 이곳에서 그렇게 안 하겠어?
오늘 화제의 큰 흥정을 한다. 배 계장과 다니다가 작은 가죽 가방을 보니 예쁘다. 순 가죽이
란다. 얼마? 100유로라고 한다. 그냥 가는 척하니까 따라오면서 얼마 있어? 한다. 이 자식이,
내가 얼마 있거나 말거나. 물론 말의 뜻을 안다. 돈 없어. 돈 있어(너, 돈 있잖아). 야, 이놈 봐
라. 러시아 여행 때 기억이 난다. 같은 경우 러시아 상인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 사려다 안사고
돌아서는데 러시아 상인이 묻는다. ‘얼마까지?’ 나도 대꾸했다. ‘얼마까지?’
둘이 돌아서 가는데 상인이 우릴 부르며 멀리서 손가락 셋을 보인다. 30유로란 말이지. 이제
슬슬 흥정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손가락 두 개를 보인다. 상인이 고개를 흔들며 계산
기를 숫자판을 보여준다. 25유로라고? 그건 한국말로 못하나? ‘비싸’ ‘안 비싸’ 우리말로 승강
이가 벌어지고 결국 20유로로 흥정해서 산다. 물건은 판 상인은 기분이 좋다. 밑지고 팔 상인
은 없지.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깃발을 걸어 놓고 그 아래에서 경례를 해보인다. 답례를 안 할
수가 있나. 어쨌든 100유로라고 한 것을 20유로에 산 우리도 기분이 좋다. 우째 닭싸움에서 이
긴 것 같이 당당하다.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까.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말로 호객행위를 한다.
삼춘 어디가! 이리와 안 비싸. 나, 삼촌 아니야.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태국에서는 남대문 노
점상 흉내를 내면서 ‘오빠!’, ‘언니!’를 연발했고 러시아 상인은 다소 점잖게 ‘사장님!’, ‘사모님!’이
었다. 그 호칭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묘한 생각이 든다.
이스탄불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덧칠을 하고 해놓았다. 소피아 성당의 예수와 마리아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두 종교는 이웃에 살면서 서로 덧칠로 아웅다웅하면서 서양사를 만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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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무원 마감을 앞두고 가보고 싶던 곳, 유럽의 한 자락을 디디고 왔다. 오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세 나라는 서양문명의 밑그림이다. 자기는 없어지면서 온 세계
문명에 전체의 구도를 잡아 주었다. 그렇다고 그 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네
흔적을 古今의 강대국에 남겨 놓았다.
다시 이곳을 찾겠느냐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질 마음이 없듯이 허겁지겁 눈을 때우려
고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 온다면 소렌토 가는 시골 기차간에서 본 노부부처럼 큰 배낭에 짐
을 꾸려 책을 보면서 편안히 오고 싶다.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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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상대(刮目相對) 제6대 시의회 박수 보내
집행부 견제 기능 더 박차 가해야
이 창 재 대구신문 정경부장

제6대 대구시의회가 역대 시의회의 성과를 뛰어넘는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반기 2년을 지나 후반기 2년을 남긴 현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속속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평가도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와 역활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성과 주역
은 초선 의원들의 분전이다.
6대 시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성으로 무장됐고
지역민을 위한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주민 참
여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첫 대구시의회 여성 의장인 김화자 의장의 선출도 주목받았다.
김 의장은 6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지역민과의 소통과 의회의 위상확립을 제대로 세웠다는
평가다. 여성이전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살려 전임 의장시절에 볼 수 없
었던 소통의회의 새장을 열었다.
이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과 정순천 건설환경위원장 등 여성 상임위원장들이 소신 있게
생활정치를 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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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예산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영향
력의 강도가 높고 견제 감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
설 예결특위 운영은 대구시의회의 위상제고와도 연결 시켰다.

눈길끄는 6대 시의회의 성과들
6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내건 목표는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일색의 시의원과 새누리당 출신의 시 집행부 수장과 같은
정당소속으로 인한 허울뿐인 집행부 견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초반의 우려도 단번에 씻었다.
의회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이 그 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 활동의 전반, 곧 총체적 지방행정 과정을 연중 비판하고 시정
을 요구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
감히 삭감하는 등 효율적 견제 감시 기능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의회가 예산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가 높고 견제 감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 예결특위 운
영은 대구시의회의 위상제고와도 연결 시켰다.
6대 시의회는 또 전국에서 첫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제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여
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를 구성, 긴급한 시정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다양한 계
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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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 등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
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사공단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의 경영 능력을 검증
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지역민들의 박수를 받는 대목이다.
대구시 4대 공기업인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나 사장, 전무 등 임원들이 대구시 퇴직공무원들의 노후 일자리라는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공기업 임원 공모에서 집행부를 강력 견제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심포럼(회장 이재녕)과 `희망과 미래(회장 권기일) `동인포럼(회장 정해용),등 각
종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연수,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
나를 개최하는 등 역대 어떤 의회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강화 및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적극
적으로 활동, 공부하는 의정상을 보였다.
초선의원들이 주류를 이룬 이 같은 모임은 역대 의회와 차별화된 활동이다.
시민사회단체 실무대표자들과 시의회 확대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 최초로 대구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목소리를 듣기위한 노력
도 표면화 시켰다.
행정인턴 경험이 있는 청년 남녀 20명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시정 아이디어를 청취해 의정활
동에 적극 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통의 장 물꼬를 이들 연구 모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됐다. 시 의원들의 연구 공부
하는 자세는 지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된다. 지역민들의 사랑 자체가 지역의 역
량강화로 이어지고 지방의회 본연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실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2011육상대회 자
원봉사자의 의견수렴,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창업을 통한 창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
색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한 것.
또 서대구~남대구 IC 구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대책논
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시정 질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속도로 1차선을 축소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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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평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 창업지원, 기업인턴 등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고
급인력을 양성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일자리 제공에도 의회 차원에
서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꾸준히 지원한 점도 긍정적 의회상을 이끌어 냈다.
다만 지방토종 토박이 들이 대부분인 지방의원들의 중앙 정가 진출의 벽이 두텁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 나선 6대 대구시의원인 도이환 전 의장과 양명모 전 건설환경위원장 등의
본격 정계 진출이 좌절돼 안타까움을 샀다.
지역민들의 사랑 속에 지방정치를 해온 이들이 정작 지역을 대표해 중앙에서 목소리를 높이
는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는 중앙 정당정치의 폐해로 지적되지만 지방의원들의 위축
을 가져올 까 우려된다.

이제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때
지방자치 부활 21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원활한 협조관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부터 집행부의 강력 견제를 위해서는 친밀도
를 높여선 곤란하다는 논리도 나온다. 집행부와의 다양한 갈등도 이 때문에 나온다.
그러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목표와 수단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관계 개
선을 통한 소통을 추천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소통이 주가
돼야 한다는 것.
이는 곧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지방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지역과 주민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지역 현안 문제
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수렴하는 핫라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역에 어떤 일을 했
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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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방송가들의 파업사태로 인해 제대로 지상파 홍보방송이 이뤄지지 못하지만 시 의
회 홈페이지를 통한 지상 의정활동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시정 질의 답변은 물론 각 상임위 활동 등 전반적인 시 의원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고 시 현안 사업들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네티즌들은 관심사 밖이다.
지역민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 의원들의 의정활
동 자체에 무관심 일색인 것이 현 실정이다.
지방정치의 책임정치 현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의회 본연의 자세도 문제다.
지역민들과 홈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라도 자주 열어 의정 상황 중계장으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위해서라도 특정 집단이나 요구 단체가 아닌 말없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도 일궈 낼 수 있다.

지방분권에도 목소리 높여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19대 국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주역은 지방의원이 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과의 삶의 질의 격차를 좁히는데 주민의 대표자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지방단체장의 노력만으론 불가능 하고들 입
을 모은다.
모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연말 주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주민들은 지역의 중
요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의회에만 맡기던 데에서 탈피하여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시의회의
경우 이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심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회만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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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혜를 짜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각 지역 시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뜻을 결집해 지방분권의 참 뜻을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
대구에서 기폭제가 돼 동병상련의 호남 충청 등 각 지방의회들과 힘을 모아 중앙의 집중된
권력과 제도들을 지방으로 옮겨와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높은 삶의 질을 지방에도 함께 누리는데 팔을 걷어 붙히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 머리를 맞대 지역민들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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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감동, 교육의 처음과 끝
최 재 운 운암고등학교 교장

Ⅰ. 들어가며
선생님이 즐겁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즐거울 수는 없다. 즐겁기는 고사하고 신변의 안
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인격적 모독에 인간적 수모까지 당하는 선
생님이 느낄 모멸감과 자괴감은 또 어떠할 것인가. 그림자도 밟히지 않았던 옛 선배님들의 권
위와 체통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편안한 마음과 교육자적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닌가. 교편을 빼앗기고 손발이 죄다 묶인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어찌 주어진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인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기가 무섭다. 폭력, 자살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각종 교육현안
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고 뜨겁다. 일부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여 교
육현장이 비리와 무능, 혼돈과 태만의 복마전인 양 매도한다. 학교가 순도 100%를 자랑할 만
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교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부
정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까발림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의기소침하게 할 뿐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가 짊어질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를 경영하
고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도 예전과 다르다. 교장의 교육철학과 학교경영 방침, 조직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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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 갇혀 단절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교장실 문을 닫아걸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방적인 지
시로 학교를 경영하던 시대도 지났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라
면 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감화력은 그 백배는 될 것이다.

에 따라 학교의 모습이 달라진다. 논의의 본질은 학생을 보는 시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다.
교육의 근본이 소통과 감동을 통한 인간성 변화와 지적능력 배양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
다. 치열한 입시경쟁의 와중에 학교교육은 지식전달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학교
가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 갇혀 단절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된
다. 교장실 문을 닫아걸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방적인 지시로 학교를
경영하던 시대도 지났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라면 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감화력은 그 백배는 될 것이다.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교장이 찾아내어 역할을
대신할 때 학교는 살아 숨 쉬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실천하고 책임도 지는 가운데 감동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책임이 있다.

Ⅱ. 소통이 충만한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마다 실천하는 사업이 있다. 삼월
초 전입해 온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새로 직장을 옮겨 생소한 환경에 적응
하느라 긴장하고 계실 선생님들이 내 집 같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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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다. 수 십 년간 교직생활에서 터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교직수행을 위한
비결을 전수한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세상인심이 달라지고 사회관습이 바뀌었으니 교직 또한
옛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회 어느 분야보다 변화에 둔감하기 쉬운 곳이 학교다. 교사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관
의 제왕으로 군림한다. 경력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으며 눈치 볼 사
람도 없다. 교내 장학활동으로 교장, 교감이나 동료교사가 참관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제한된
경우다. 교사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교장은 수시로 새로운 교수법이나 교육이론을 소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교사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교장이 학생 인성교육의 선두에 선다. 먼저 간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
다. 학생회 간부, 각 반 실장과 부실장 등이 그 대상이다. 지도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킨다. 산이 높은 것은 계곡이 있기 때문이
며 자신이 잘나 보이는 것은 못나 보이는 사람들 덕분임을 강조한다.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을
수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한다. 재능이 출중하면서 겸손하고 예의바르며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모인 학교에는 예기치 못한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각기 판이하게
다른 가정환경에서 왕자나 공주처럼 곱게 자란 아이들이다. 어려움 없이 자라 양보할 줄 모르
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고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
는 남다른 덕목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위한 배려나 희
생정신이 없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우러러보며 따를 것인가. 양보와 희생정신이야
말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교육도 중요하다. 중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지만 그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고 무겁다. 고등학교 생활을 막 시작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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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들이다. 어리둥절 우왕좌왕하기 쉽다. 그들을 잘 지도하여 하루 빨리 학교생활에 적응
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열개 반을 두 개로 나누어 특별실에 모아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
교의 역사와 전통, 고등학생의 자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지도자의 자질, 국제화 시대가 대비
하는 법,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등 새 시대에 갖추어야 할 자질은 가르친다.
어느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머니를 비롯한 가
족들의 강권 등 주로 수동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머
니들의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스스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대
를 살아온 자신과는 달리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편히 살게 하고 싶다는 욕
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처한 특수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스스로 택해서 본교에 온 아이들도 있지만 우연에 의해 강제 배정된 아이들도 상당수다. 자
신의 뜻과 무관하게 입학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하루 빨리 한 식구가 되도록 해
야 한다. 전체 교육가족이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모두가 한 가족이 되
어 함께 웃는 가운데 살맛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도록 교장이 팔 걷고 나선다. 아직도 아이들
은 교장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존재로 단정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를 꺼린다. 그런 잘못된 관행
을 깨고 그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교장이 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전·출입 신고, 청소 등의 용무로 교장실을 찾는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법은 없다. 용무가
무엇이든지 밝고 온화한 얼굴로 맞이하여 긴장감부터 풀어준다. 자리에 앉히고 준비된 몇 가
지 메뉴 중에서 선택하게 한 다음 손수 차를 마련하여 한 잔씩 돌린다. 마음속에 각인된 교장
에 대한 권위적이고 딱딱한 인식을 불식시킨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
지도록 한다. 학교생활 중의 애로나 건의사항도 경청한다. 교장실을 나설 때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먼 훗날 쓰라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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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가정이 인성교육의 요람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학벌중심의 사회통념과 출세지상주의가 가져온
편향된 통상관념이 전인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몸담고 사는 사람이
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멍에다. 그릇된 가치관이 낳은 왜곡된 직업관과 시대상황이 가져다
준 필연적 결과다. 아이들을 바로 지도하려고 해도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 교육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 교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정기고사 명예 감독관이나
자녀학교 방문의 날 등에 학교를 찾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도 구한다. 하루가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자
녀교육 방법을 비롯해서 최근 입시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활지도에 관한 유익한 정보도 제
공한다. 인성의 기본은 가정에서 다듬어지고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가정
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Ⅲ. 감동이 넘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흐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에 소통을 통한 감동이 없다면 탈이 생긴다. 학교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가게
와 다르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상품은 손님이 찾아와서 바구니에 담을 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
이 꼼짝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아이들은 다르다. 독립된 생각과 나름의 행동방식, 무한
한 역동성을 지닌 소우주들이다. 우주를 관리하는 일이 쉬울 수 없다.
운암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매개체로 네잎클로버를 택했다. 교장실에 오면 네잎클로버
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아이도 있다. 어찌 소문이 나지 않을까. 재작년 부임
초부터 결재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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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한 닢씩 배부했다.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모든 교육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행복
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한 일이다.
학교시설을 잘 관리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는 것이 교장의 임무요 책
임이다. 출장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 두어 차례 구석구석 돌아본다. 아침나절 바쁜 시
간을 보내고 수업이 시작되면 주위가 정돈되고 조용해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중요한 업무
를 점검해서 처리해 놓고 방을 나선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기분이다. 교장
이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눈으로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80여명의 직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 잠시라도 한가롭게 앉아 있을 수 없다.
운동장 주위에 자생 클로버 군락지가 몇 군데 있다. 눈여겨보면 네잎클로버 찾을 수 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만 분의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관찰하면 눈에 들어온
다.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네잎클로버를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관찰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들의 지닌 조그마한 가능성도 단념하지 않고 적극 찾아내어 신장·
발전시켜주어야 하는 이치와 꼭 같다. 어떤 날에는 예상 밖으로 꽤 많은 네 잎을 얻기도 한다.
혼탁한 공기가 만들어낸 기형적 산물이란 생각이 들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네 잎을 찾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침착하게 수 만 개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
펴봐야 한다. 요모조모 형태를 분별하면서 차근차근 관찰해야 한다. 잘만 들여다보면 네 잎은
물론이고 다섯 닢, 여섯 닢 클로버도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쉽게 싫증내고 한 가지 일에 진득
하게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 잎을 찾을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공부도 꼭 마찬가지
이다.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많은 것을 아는 아이, 나를 앞서가는 그런 아이는 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렸기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노력은 하지 않고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뭇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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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라. 단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오늘이 있기까지
호된 대가를 지불하였다. 남모르는 고통과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남보다 몇 배 더 많은 노
력을 하여 오늘의 위치에 이른 사람들이다. 남만큼 해서는 남보다 앞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네잎클로버를 건네주면서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다. 행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니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노력하고 공부하여 스스로 행운을 지어라고 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사람으로써의 도리를 다하면 멀리 있던 행운도 감동해서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일러
준다. 행운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아무에게나 무작정 다가가는 법이 없다고 충고한다. 꼭
필요한 사람, 하늘이 도와주라고 일러주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은 이 세
상 어디에도 없으니 가만히 앉아서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 각자 나름
의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
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수에 맞아야하고 이치에 합당해야 한
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이나 황당한 꿈은 꾸지 말아
야 한다. 네잎클로버 한 닢 손에 넣었다고 해서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당
한 노력 없이 주체 못할 행운이 어디서 그냥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성실한 땀과 남다른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결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운데 보람을 찾고 성
취감을 맞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공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정당한 값
을 치룬 후에야 얻을 수가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부터 깨우쳐주자. 허황된 요행에 현혹되어
높고 푸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어깨에 힘이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각종 대외 시합이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네잎클로버를 쥐어주면서 거듭
당부한다. 행운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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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흙탕물 속에 살고 있는 메기가 제아무리 깨끗한 척 하려고 해도 몸
에 밴 냄새를 어쩔 수 없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라는 공동운명체 안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예리한 모서리가 깎이고 원만한 성격의 인간으로
성장한다. 남을 배려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포근한 마음씨도 바로 이
곳에서 다듬어지고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 아이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남의 아이까지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한 배포와 따뜻한 가슴의 부모가 될 때 우리 아이도 바르게 성장한다.

Ⅳ. 나가며
모두들 언필칭 교육이 문제라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원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후세교육의 막중한 임무를 지고 교육현장에서 말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선생님
들을 생각하자.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적 신념과 사명감에 따라 소신껏 아이들을 지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바르게 이
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자. 신뢰와 애정으로 정성을 다해 밀어주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 앞에서 사명을 다하고자 온몸을 던질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각박해져도 선생님은 항상 고상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
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마지막 보루요 희
망일 수밖에 없다. 자식 같은 제자에게 참혹하게 모독을 당하고도 곧 냉정을 되찾고 털고 일어
나 교실로 달려가 다수의 선량한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이도 누구
로부턴가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일 것이기에 그 놀란 가슴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미워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에 다독거리고 보듬어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남의 귀한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학교는 그 책임이 막중하
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선생님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의 능력을 확실히 꿰뚫어서 역량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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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한 방향으로 한눈팔지 않고 정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해야 한다. 그릇
된 사고방식과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주어 바른 길로 나가게 해야 한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엔들 경쟁이 없을까. 외딴섬에 홀로 떨어져 살지 않는 한 경쟁은 필수다.
피할 수 없으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가르
치면 될 일이다. 소통과 감동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이 그 해법이며 대책이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세태에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는 생존을 위한 필수역량이
다. 지난 스승의 날 교장실 앞에 도열해서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고 감사의 글이 적힌 예쁜 종
이를 건네주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운동화 끈 바짝 조고 오후 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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ഞس
의정활동편에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년간 펼친 주요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의개최현황 | 의안처리현황 | 주요의안처리현황 | 상임위원회활동
특별위원회활동 | 시정질문현황 | 기타의정활동

ദё୮ആഠ

총 괄 : 10회 138일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8회 79일
회의개최 내역
회
회별

기

구분
일수

기

간

계

10회

138

제198회

임시회

8

2011. 7.11 ~ 2011. 7.18

제199회

임시회

12

2011. 9.19 ~ 2011. 9.30

제200회

임시회

16

2011.10.10 ~ 2011.10.25

제201회

제2차 정례회

44

2011.11.10 ~ 2011.12.23

제202회

임시회

2

2012. 1. 9 ~ 2012. 1.10

제203회

임시회

11

2012. 2. 7 ~ 2012. 2.17

제204회

임시회

10

2012. 3.12 ~ 2012. 3.21

제205회

임시회

11

2012. 4.16 ~ 2012. 4.26

제206회

임시회

9

2012. 5.14 ~ 2012. 5.22

제207회

제1차 정례회

15

2012. 6.15 ~ 201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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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구 분
접 수

처 리

가 결

유형별
계

원 안

수 정

계 류

기타
(선거 등)

부 결

철 회

256

250

207

30

7

2

4

8

소 계

161

155

130

23

-

-

2

-

의 원

102

98

87

9

-

-

2

4

위원회

1

-

-

-

-

-

1

시 장

36

35

22

13

-

-

-

2

교육감

22

22

21

1

-

-

-

-

예산·결산

12

12

5

6

-

1

-

-

도 시 계 획

3

3

3

-

-

-

-

-

동의·승인

31

31

29

-

-

1

1

-

건의·결의

4

3

2

1

-

-

-

1

규

칙

3

3

3

-

-

-

-

-

기

타

42

43

35

-

7

-

1

-

조
례

※ 제198회 임시회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제198회 임시회 이후에 처리된 안건(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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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윤원
의 원

행정자치

○ 예산수립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편성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과 의견수렴,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2011.7.18)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전시품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휴일에도 미술관을 개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현재 휴관일로 되어 있는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대구미술관에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함

수정안가결
(2011.7.18)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교통

○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도
용달화물자동차와 같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조정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면제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명 수정 :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수정안가결
(2011.7.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모
홍창호
장경훈
강재형
김대성
정순천
의 원

건설환경

○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의
지정근거를 신설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원안가결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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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198회 임시회
議案名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提案者

委員會

교육감

교 육

主 要 內 譯
○ 2011.9.1자로 대구해서초등학교 및
대구해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이전함에
따라 그 변경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변경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71번지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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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199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철환
김대성
의 원

운 영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연장함(10일 → 14일)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지숙
김규학
의 원

운 영

○ 의원의 조례안 발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대표발의의원
명시
○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음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공사·
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해용
의 원

운 영

○ 공사·공단 선진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후
검증과 자문을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함
•활동기간은 2012.9.30까지로 함

수정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이윤원
의 원

행정자치

○ 포상대상에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추가하고, 포상종류에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을 신설함
○ 노인복지대상은 경로효친 및 노인권익
향상,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어르신을
선발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수여함.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정자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지방자치법 제16조

원안가결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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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લঊୋܼആഠ
제199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세계육상경기대회 이후 한시기구인 지원단
해체 및 소관 사무를 삭제함
•지원단 존속기한 : 2011.10.10까지
○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기능에 맞게 자치행정국장에서
감사관으로 조정함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세계육상대회 이후 지원단 한시인원
감축과 소방공무원 3교대 전면시행을 위한
부족인력 증원 등 시급한 시정 현안분야에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정원 총수 변경 : 5,051명 → 5,132명
- 소방직 정원 : 1,878명 → 1,959명
•기능직 5급 신설 및 직급별 비율 조정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산정방식에
조정변수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 및
비상구의 위반행위를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추가함
• 신고자 요건 강화
: 만19세 이상, 대구시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개인별 포상금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 명확한 불법행위 신고접수시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심의회 생략

수정안가결
(2011.9.30)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장

행정자치

○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면적 : 3,600㎡
•건축연면적 : 4,500㎡(지하1/지상2)
•사업비 : 58억원(국비20, 시비38)
•사업기간 : 2011.12~2013.12

원안가결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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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199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 사용료 면제대상과 반환기준, 부속설비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사용료 면제대상에 국가 및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處理結果

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거주지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재정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 단
기준금액(월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급

수정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사용료 납부방법 다양화
: 수입증지 → 현금, 신용카드 등
•봉안시설의 수급상황에 따라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수정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솔라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ㆍ지원하기 위한 솔라시티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기금의 존속기한(2021.12.3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 등을 규정

수정안가결
(2011.9.3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건설환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1.9.30)

장

문화복지

主 要 內 譯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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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委員會

수정안가결
(2011.9.30)

લঊୋܼആഠ
제199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순천
의 원

委員會
건설환경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대구기상대가 동구 효목동 1077번지
일원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기상대
부지에 편입되는 망우당공원 일부를
축소하고자 함
•공원면적 : 76,179㎡ → 69,779㎡
(감 6,400㎡)

찬성의견제시
(2011.9.30)

교 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정함
- 학부모위원(30%~50%),
교원위원(10%~45%),
지역위원(10%~45%)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부모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1.9.30)

운 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함
•활동기간은 2012.3.31까지로 함

원안가결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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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0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시

장

각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 예산액 : 5,426,616백만원
○ 기정액 : 5,361,200백만원
○ 증가액 : 65,416백만원

수정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사무 등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기능직 직급별 비율 조정
: 6급 10% → 11%, 7급 26% → 28% 등
•정원 조정 : 일반직계 2,160명 → 2,197명
기능직계 794명 → 757명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김규학
김원구
이윤원
홍창호
의 원

행정자치

○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용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함께
서민경제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적용대상 및 사업주의 책무를 정함
•공사대금 지급 사전 통지 등을 정함

원안가결
(2011.10.25)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행정자치

○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
•위
치 : 동구 용수동 89번지
•규
모 : 부지 14,551㎡ / 타워형 복합
구조물(연면적 600㎡) 등
•사업기간 : 2011 ~ 2012
•총사업비 : 53억원(국비 50%, 시비 50%)

원안가결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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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લঊୋܼആഠ
제200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

장

행정자치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
•위
치 : 북구 학정동 700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16,500㎡
•취득시기 : 2012. 8
•총사업비 : 55억원(시비 100%)
○ 만남의 미술관 건립
•위
치 : 두류공원내 수경지
•규
모 : 부지 26,624㎡, 연면적
6,600㎡
•사업기간 : 2012 ~ 2014
•총사업비 : 212억원(국비 80, 시비 132)
○ 대구야구장 건립
•위
치 : 수성구 연호동 184-3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151,526㎡, 연면적
55,000㎡
•사업기간 : 2011 ~ 2014
•총사업비 : 1,500억원(국비 298, 시비
702, 민자 500)
○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
•위
치 : 수성구 고모동 명복공원
•규
모 : 부지 11,949㎡
•사업기간 : 2012.1 ~ 2012.12
•총사업비 : 13억원(시비 100%)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토록 함

수정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배지숙
의 원

문화복지

○ 가족관계 회복, 교육 등을 통한 생명
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자살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의책무를 정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등을 설치함

원안가결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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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0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도재준
김원구
의 원

문화복지

○ 장기,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여
질병치료와 생명순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으로 기증을 활성화 하고자 함
•기증자에 대한 존중 및 차별대우 금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병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주무장관명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수정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화자
장경훈
송세달
의 원

경제교통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추가할인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명칭 변경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주차요금 추가할인 : 할인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내

수정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교통

○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사회적기업의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수정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환경

○ 변경된 중앙부처명을 반영하고, 위원장이
안건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0.2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

시

장

건설환경

○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폐지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함

찬성의견제시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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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結果

લঊୋܼആഠ
제200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위 치 : 달서구 상인동 1-40번지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학교별 시설 사용료 격차를 해소하고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시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함
•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함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0.25)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

교육감

교 육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을 도심에
위치한 달서구 감삼중학교 폐교 부지로
이전하고자 함
•이전규모 : 부 지 13,328㎡ 건축연면적
13,539㎡
•이전예정 : 2014. 3
•소요예산 : 230억원

원안가결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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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0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

교육감

교 육

○ 성당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구남중학교(현재 11학급, 281명)
학급수가 2012년도부터는 8학급 이하,
2014년도부터는 6학급 이하로 축소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통폐합시기 : 2012. 3. 1.
•추진방법 : 2012학년도 신입생
미배정, 재학생은 달서구내
희망학교에 분산 수용

원안가결
(2011.10.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임
위원회

본회의

○ 감사기간, 감사대상, 일정 및 장소 등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

원안가결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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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시

장

각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 예산액 : 5,499,600백만원
○ 전년도예산액 : 5,361,200백만원
○ 증가액 : 138,4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1.12.13)

201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

장

각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 운용액 : 118,760백만원
○ 전년도운용액 : 75,335백만원
○ 증가액 : 43,425백만원

원안가결
(2011.12.13)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교육,
예산결산
특별

○ 예산액 : 2,239,968백만원
○ 전년도예산액 : 2,095,646백만원
○ 증가액 : 144,322백만원

수정안가결
(2010.12.1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이재화
윤성아
의 원

행정자치

○ 구청장ㆍ군수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매장 신고 수리, 화장장 사용신청 수리,
공설묘지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시로
환원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성아
이재화
박성태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함

원안가결
(2011.12.13)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장

행정자치

○ 대구선 폐선부지 대구도시공사 출자
ㆍ위
치 : 동촌, 반야월, 각산동 일원
ㆍ대상부지 : 138필지 169,278㎡
ㆍ감정가액 : 122,876백만원
ㆍ출자시기 : 2011. 12

원안가결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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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분산된 메디시티 기능과 ITㆍSW산업
육성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변경
•행정정보화 사무를 신기술산업국으로
조정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신설
※ 첨단의료산업국은 시행규칙으로 신설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개발 기능강화, 국제대회 준비
전문인력 보강 등 일부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2,197명 → 2,200명
- 기능직
757명 → 754명
- 연구관
17명 →
18명
- 연구사
119명 → 118명
- 지도관
2명 →
3명
- 지도사
24명 →
23명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2011.4.30자로 기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명모
홍창호
김대성
강재형
정순천
장경훈
의 원

행정자치

○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개발
사업 등의 시행시 사전에 입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수정안가결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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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김규학
김원구
배지숙
의 원

문화복지

○ 우리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을 정함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배지숙
신현자
의 원

문화복지

○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공원,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박돈규
의 원

경제교통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출서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정함
•면제확인 수수료를 정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태
박돈규
의 원

경제교통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치 지원근거와 지원기업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수정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조례안

시

경제교통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지역 숙련기술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
•지역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정안가결
(2011.12.1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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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창호
의 원

건설환경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미관지구에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을 삭제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환경

○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업종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환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과 기금의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함
•의무예치비율 하향 : 적립총액의 100분의
30이상 → 100분의 15이상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함

수정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환경

○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위원회 기능에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함

수정안가결
(2011.12.1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재체육공원 신설)

시

장

건설환경

○ 서재체육공원 신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일원
•면 적 : 32,396㎡

찬성의견제시
(2011.12.1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개교예정인 월암중, 대구율금초,
대구율빛유치원 및 9개 병설유치원을
추가하고, 폐교예정인 대구남중학교를
삭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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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處理結果

લঊୋܼആഠ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등을
정함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정비함

원안가결
(2011.12.13)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2.13)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0 1 1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지원
특 위

본회의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원안가결
(2011.12.13)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

장

각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 예산액 : 5,472,321백만원
○ 기정예산액 : 5,426,616백만원
○ 증가액 : 45,705백만원

수정안가결
(2011.12.23)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시

장

각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 운용액 : 94,205백만원
○ 기정운용 : 75,335백만원
○ 증가액 : 18,870백만원

원안가결
(2011.12.23)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교 육,
예산결산
특별

○ 예산액 : 2,300,512백만원
○ 기정예산액 : 2,273,017백만원
○ 증가액 : 27,495백만원

수정안가결
(2011.12.23)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창호
김원구
의 원

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한시기구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해체되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함

원안가결
(2011.12.23)

제14집 의회보 I 295

લঊୋܼആഠ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
위원회

본회의

○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을 감사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2.23)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함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수정안가결
(2011.12.23)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교 육

○ 2012년도 공유재산 취득 : 3건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부지 매입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침산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원안가결
(2011.11.3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

교육감

교 육

○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1.11.29)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교육감

교 육

○ 대구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럽국가들과 교육교류를
하고자 함
•교육청 및 학교간 교류 확대
•학생, 교원 등의 교류 편의를 도모
•대학생의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함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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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학교수 변경
: 10개교 → 8개교
○ 수성고 기숙사 증축
○ 대진고 기숙사 증축
○ 상원고 급식소 증축

원안가결
(2011.11.29)

원안가결
(2011.12.14)

લঊୋܼആഠ
제202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김화자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됨

기타(선거)
(2012.1.10)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이윤원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기타(선거)
(2012.1.10)

건설환경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정순천의원이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됨

기타(선거)
(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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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3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철환
김대성
의 원

운 영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아
신현자
김원구
이성수
이윤원
장식환
이재술
의 원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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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회의규칙에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부의장이 의장으로,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당연 해직되도록 규정하여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2.17)

행정자치

○ 용역 심의대상을 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심의대상 확대 :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 →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

원안가결
(2012.2.17)

장

행정자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감면은 축소ㆍ조정하고,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센정착농원 등 8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적용기한 : 2012.1.1 ~ 2014.12.31

원안가결
(2012.2.17)

이재화
윤성아
정순천
배지숙
신현자
의 원

문화복지

○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재단의 설립, 운영, 수행사업, 이사회,
재원, 사무위탁, 공무원파견 등을 규정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

수정안가결
(2012.2.17)

લঊୋܼആഠ
제203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장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건설환경

○ 설계경제성(설계VE) 검토업무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 및 심의수당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설계VE검토분과위원 자격 및 수당 신설
•분과위원수 확대 : 30명 이내 → 50명
이내
•설계등 심의수수료 기준 개정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행정 수요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본청 국간, 직속기관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소관부서 조정
: 교육국 → 행정국
•직속기관 명칭 변경
: 교육과학연구원 → 과학교육원
: 교육정보원 → 교육연구정보원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학교현장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청에
‘학교시설지원단’을 신설하여 기술인력을
통합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시설 공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삭제함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정원 조정 : 2,455명→2,456명(증1명)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임기 등을 정함
•전시실 사용, 입장거부 등을 정함

원안가결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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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폐지
•진학상담ㆍ지도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 신설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선임 위원수 등을 보완하고자 함
•위원회 기능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보완
•위원수 확대 : 9명 → 11명

원안가결
(2012.2.17)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시와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임기,
실무협의회 등을 정함

수정안가결
(2012.2.17)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

교육감

교 육

○ 대구반송초등학교(달성군 옥포면 소재)를
인근 대구명곡초등학교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안이 부결처리됨

부결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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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성수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 9인 → 11인 (외부인사 증원 5인 → 7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아
김원구
신현자
이성수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독거노인 등의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
•기존주택은 2017.2.6부터 적용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ㆍ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원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성수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조문내용 중 인용되는 관련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자
김원구
윤성아
이성수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제14집 의회보 I 301

લঊୋܼആഠ
제204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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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성수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로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윤원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성수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성수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조례상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근로기준법」을 인용하여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매년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해오고
있으나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시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없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재정법 인용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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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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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술
김원구
신현자
윤성아
이성수
이윤원
의 원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탈루세원 기간계산 조정
: 납세의무발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아
김의식
김원구
신현자
이성수
이윤원
이재술
의 원

행정자치

○ 체육시설업 관련 수수료를 추가하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업신청등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
의 원

문화복지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음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화
도재준
의 원

문화복지

○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활공동체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우선 구매함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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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녕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예술단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이재녕
김의식
의 원

문화복지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등의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법」겸직금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재단 임원구성에서 시의회
의원(1명)을 제외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김의식
의 원

문화복지

○ 관련법령인「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문화재보호법 인용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박상태
의 원

문화복지

○ 시 정책의 원활한 홍보 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의 원

문화복지

○ 월 강습료에 대한 환불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유치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박상태
의 원

문화복지

○ 대회유치위원회가 기 해산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돈규
의 원

경제교통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구수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304 I 대구광역시의회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લঊୋܼആ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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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농촌정비사업보조금
교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태
의 원

경제교통

○ 관련법령인 「농촌정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철환
의 원

경제교통

○ 현행 조례 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기준을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조합
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박돈규
오철환
의 원

경제교통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정으로 조합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박성태
권기일
의 원

경제교통

○ 「농어촌정비법」에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일
의 원

경제교통

○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사무
일부민간위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오철환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관련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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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

김원구
정해용
권기일
박성태
오철환
박돈규
윤석준
의 원

경제교통

○ 대구국제공항 이용 관련업체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반환 등을
정함

수정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순천
홍창호
김대성
강재형
장경훈
의 원

건설환경

○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분리됨에 따라 기관명칭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의뢰
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재형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재형
정순천
의 원

건설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국가환경기준에 맞추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훈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훈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성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용어 변경 : 간이상수도 → 마을상수도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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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경훈
정순천
홍창호
김대성
강재형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점용료 등을 정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화원동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성
의 원

건설환경

○ 시설 무료입장과 수영장 폐쇄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가 전무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대성
의 원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대구선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정순천
의 원

건설환경

○ 사업 및 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라 해당
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
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성
정순천
홍창호
강재형
장경훈
의 원

건설환경

○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창호
의 원

건설환경

○「지방세법」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 세목 등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창호
의 원

건설환경

○ 「지방세법」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 세목 등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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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태
정해용
의 원

건설환경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개별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50퍼센트 이하로 함(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6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의 범위를
40퍼센트 이하로 함

수정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및 실적보고시 지출증빙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설치ㆍ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학
남정달
최병욱
송세달
의 원

교 육

○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준
이동희
장식환
김규학
의 원

교 육

○ 위원회 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송세달
남정달
최병욱
이동희
의 원

교 육

○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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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희
장식환
송세달
김경식
의 원

교 육

○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2.3.21)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 례
정 비
특 별
위원회

본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원안가결
(2012.3.21)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송세달
의 원

본회의

○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촉구를 결의함

원안가결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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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교 육,
예산결산
특별

○예 산 액 : 2,324,014백만원
○기정예산액 : 2,239,968백만원
○증 감 액 : 84,046백만원

수정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아
이재술
이재화
신현자
의 원

행정자치

○ 복지행정에 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원안가결
(2012.4.2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

장

행정자치

○대구출판산업 지원센터 건립계획 변경
•규
모 : 부지 6,040㎡ , 연면적
8,600㎡
•총사업비 : 226억원(국비 88, 시비 138)
•추진기간 : 2012년 ~ 2015년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행정자치

○ 관련법령인「지방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녕
의 원

문화복지

○ 「결핵예방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 감면대상의 범위 확대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태
의 원

문화복지

○ 상위법인「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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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녕
의 원

문화복지

○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
김의식
의 원

문화복지

○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운영자의 불법양도, 명의차용 등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태
의 원

문화복지

○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서
규정하는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의 원

문화복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정하고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김의식
의 원

문화복지

○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보건ㆍ환경ㆍ가축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준용규정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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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돈규
장경훈
의 원

경제교통

○ 골목상권 위축 등으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권고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태
오철환
의 원

경제교통

○ 「근로복지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단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돈규
권기일
의 원

경제교통

○ 지역내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 한도 증액, 지원기간 연장, 상환방법
개선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돈규
오철환
의 원

경제교통

○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박성태
의 원

경제교통

○ 20여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협의회에
관한 조례이며,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미군부대 관련 행정구역인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철환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돈규
오철환
의 원

경제교통

○ 개인정보보호, 소셜미디어 등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 운영 등
관련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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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의 원

경제교통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교통

○ 행정업무 간소화 계획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급대상
선정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권기일
의 원

경제교통

○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일
박성태
의 원

경제교통

○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추가 신설
등을 마련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시

장

건설환경

○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홍창호
정순천
의 원

건설환경

○ 「주택건설촉진법」전면개정 등 근거법령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건설환경

○ 관련법령인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규정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원안가결
(2012.4.26)

장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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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식환
김규학
윤석준
김경식
의 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관련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주체가 구청장ㆍ군수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시설정비계획, 취수원 보호 등을 규정

원안가결
(2012.4.26)

교 육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함

원안가결
(2012.4.26)

김경식
윤석준
남정달
최병욱
의 원

교 육

○ 중요물품의 범위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남정달
송세달
이동희
장식환
의 원

교 육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최병욱
김규학
윤석준
김경식
의 원

교 육

○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 사용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방법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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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대구세명학교 신축
○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
○ 가칭‘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 대구학남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원안가결
(2012.4.20)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본회의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대 상 : 10명(의원 3, 공인회계사 4,
세무사 3)

원안가결
(2012.4.26)

장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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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술
신현자
김원구
윤성아
이성수
이윤원
최길영
허만진
의 원

행정자치

○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에 자동차
판매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가 포기하는 경우만 가능함으로
실질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
•포상금 지급기준을 자동차의 등록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원안가결
(2012.5.22)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오철환
박성태
의 원

경제교통

○ LED조명의 보급촉진으로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역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시장은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
•공공부문의 LED조명 보급 확대 추진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원안가결
(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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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7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특별

○ 세입결산액 : 5,815,182백만원
○ 세출결산액 : 5,301,000백만원
○잔
액 : 514,182백만원
•이 월 액 : 342,659백만원
•보 조 금 잔 액 : 5,96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 165,560백만원

원안가결
(2012.6.26)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특별

○예 산 액 : 37,191백만원
○지출결정액 : 2,968백만원
○지 출 액 : 2,944백만원
○집 행 잔 액 :
24백만원

원안가결
(2012.6.26)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산결산
특별

○ 세입결산액 : 2,495,717백만원
○ 세출결산액 : 2,205,540백만원
○잔
액 : 290,177백만원
•이 월 액 : 167,155백만원
•보 조 금 잔 액 :
6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 122,961백만원

원안가결
(2012.6.26)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지숙
김규학
의 원

운 영

○ 의장 유고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혼선이 없도록 대리규정을 보완함
•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대리

원안가결
(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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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ঊୋܼആഠ
제207회 임시회
議案名

提案者

유치기업
(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

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主 要 內 譯

處理結果

○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케이엔티주식회사를
유치하여 지역 기계금속부품소재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향후 글로벌
유망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투자금액 : 22,064백만원
• 지원규모 : 총투자의 10.8%

원안가결
(2012.6.26)

교 육

○ 「사무관리규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공인의 글자를 한글, 가로방향,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원안가결
(2012.6.26)

교육감

교 육

○ 「초ㆍ중등교육법」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학교규칙 인가권과 학교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2.6.26)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청소관 의회업무, 법무업무를
행정회계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함
•시행시기 : 2012. 7. 1

원안가결
(2012.6.26)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재술의원,
부의장으로 도재준의원, 송세달의원을
각각 선출함

기타(선거)
(2012.6.28)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제6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김원구의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이재녕의원, 경제교통위원장으로
권기일의원, 건설환경위원장으로
강재형의원, 교육위원장으로 윤석준의원을
각각 선출함

기타(선거)
(2012.6.29)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제6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박상태의원을 선출함

기타(선거)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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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견학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세달)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수
립, 위원회조례 등 의회 관련규정의 제·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열린의회, 정책의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조정, 부의안건 및 시정질문에 대한 논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방향
등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제14집 의회보 I 319

࢛ੑਥਘദഞس

●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40일
●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2회
● 의회운영 관련 조례·규칙안 제정 및 개정 등 : 13회
●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3회
이밖에도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정
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 역
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의회운영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
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주요의안 처리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은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예산결산안 3건 등 13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회)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2회)
◎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지방지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1. 11. 2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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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시정질문요지서는 동료의원들이 미리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보충질
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 전까지 배부할 것이며,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전광판 설치 등의 요구사항 및 정보통신 발달과 의정활동 환경변화에 맞추어 내년도
구입예정인 노트북 대신에 활용도가 높은 테블릿 PC로 대체 구입 할 것과 일반인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행정사무감
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4일 범위 내
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여론 수렴
을 위해 대구광역시 의회는 1999년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제보상황
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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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

성서산업단지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예정지 현장방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현자)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며, 행정기구 개편·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증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
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었으며, 우수공무원 발굴
하고 추천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대구경북의 협력체제강화와
광역경제권 기반구축 등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성
실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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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면서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대에 뒤
떨어진 관행적 제도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효율적인 조직개편, 재난·방재활동의 기능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
시민들에게 파급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년간 지혜를 모았다.

의안처리현황
계
43

조 례 안
제 정

개 정

폐 지

5

28

2

예산·결산

동의안

3

5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분야의 포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로 효친 및 노인 권익 향상, 복지증진에 기
여한 자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 및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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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장사 등과 관련한 업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매장·개장 등의 신고수리는 매장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화장장 및 공설묘
지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대구시의 화장 등의 관련시설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환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구
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대구의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시티 기능과 IT·SW산업 육성관련 사
무를 일원화하며 시민안전과 직접 연관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설관리
본부 시설안전부를 분리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등 일부 사무의 기능을 업무특
성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4월 30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시세
감면대상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시행
전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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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옴부즈만의 관할기관을 정하는 근거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중 옴부즈만이 ‘스스로
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그 내용의 공표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하도록 함.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개정 및 한미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 감사하여 이를 시정
또는 건의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72건을 지적하고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지역경제위기의 극복과 도시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의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결
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민복리증진과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능률
적인 제도와 규제·관행을 개선하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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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창조발전소 현장방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으며, 분
야별 산·학·연·관 협력 강화와 문화산업 정책조사·연구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도
시브랜드로의 육성을 위해 앞장서왔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노년층 권익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
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326 I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의안처리현황
계

조례
제정

개정

7

12

27

예산·결산

기타

7

1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관일로 지정된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
에서 삭제하고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비공휴일에 휴관하여 고객
중심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차이로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
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
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균
등하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봉안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워 봉
안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 축소와 타
시도 화장수요의 대구집중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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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
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
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대구의
료원 등 14개 기관에 총 342개 항목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건은 시정요구하고, 43
건은 건의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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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 분

수감기관

감사항목

2011

14

342

지 적 건 수
시정요구
47

건

의

비

고

43

향후 의정활동계획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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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추진상황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녹색성장 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도시교통
난 완화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증대, 그리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 기능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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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
리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여건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역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의안처리현황
조 례 안

계
36

제 정

개 정

폐 지

5

21

4

예산·결산

기타

4

2

※기타 :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채택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안
현재 차고지 면제대상에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만 해당하고 외형규격이 비슷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 기존 1톤 이하에 적용하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솔라시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
너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점증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은 물론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원), 연구소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솔라시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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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
인하던 것을 추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
장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최근 SSLM(주)와 (주)현대IHL 등과 그 이전의 기업유치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인 지원근거, 지원의 범위설정 기준 및 차등지원의 근거,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동안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자율안
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등 면제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
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으로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
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전용 전기제품에 대한 면제확인 업무를 2011. 10. 1부터 시·도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이 확대되
는 추세에 농업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공동
체의식 함양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발한 항공사업자나 국제항공권을 발
매하여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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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확대로 골목상권과 인근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몰락하
는 등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
전법」을 개정되어 법령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
생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함으
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
보를 얻기 위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국·본부·센터·사업소·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하
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4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67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심산업
단지 재정비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
할 것이며,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IT·NT·BT 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전략
산업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한 위원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또한, 일반대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조성으로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
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겠으
며,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로 우리시에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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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위원회 |

가창댐 수변공원 조성 현장방문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
녹화사업,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 도시개발과 도시발전,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편익을 추구하여 자치시대에 대구가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소속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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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및 도시계
획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의안처리현황
계
30

조 례 안
제 정

개 정

도시계획
의견청취

2

21

3

예산·결산

기타

2

2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주체가 군수·구
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해구호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영관
리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0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제정 시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였고,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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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용도지구에서도 아파트지구가 삭제(2003.11.29)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
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본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개편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분리됨에 따라 변경
된 기관의 명칭 등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된 조항·조문을
반영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 및 현지출장경비 산출기준 등에 대한 현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한 자구수정 반영함.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어촌정비법」의 개정(2009.12.10)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
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이율, 융자기
간, 상환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계획을 준용하도록 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기금의 적립 비율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
른 재산세로 개정함(안 제43조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
외)에 따른 재산세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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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대구선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대구선이설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완료로 본 조례 폐지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고지에 대한 근거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
인용조항을 개정(안 제4조제1항)하고, 법률용어의 순화를 위해 적합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
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8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50퍼센트 이하로 하고(안 제20조제2호), 생산녹지지역
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
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의 범위를 4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79조제2항).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해
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며, 팔공산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별표3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 별표를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10)는 국가 환경기준에
따라 강화하고, 벤젠 및 미세먼지(PM-2.5)는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환경기준
을 개정 및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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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계경제성(설계VE)검토업무 시행에 따른 설계VE검토분과위원 자격 신설 및 심의수당·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등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여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상수도특별회
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서재체육공원 신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현 매립장의 용량포화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여 기존 매립장을 확장 하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
으로 제공하고자 서재체육공원을 신설코자 함.

대구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시의 미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미관지구에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려는 것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제도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중층·중밀의 일반적인 주
거환경 확보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2종지역(∞)과 제2종지역(12층)으로 정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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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을 삭제하고(안 제3조),위원
장이 안건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안 제6
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기상대 이전
현 대구기상대가 위치한 동구 신암동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
행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기상관측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
상관측표준화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상관측환경이 양호하고 주변에 개발압력이 낮아 최적의
관측환경 유지가 용이한 동구 효목동 1077번지 일원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기상대 부지에
편입되는 망우당공원 일부를 축소코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
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211건 중 172건을 시정
조치 요구하고 39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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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정활동 계획
살기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
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균형발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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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자연과학고 현장방문

교육위원회에서는 21세기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개인의 학습능력과 타고
난 자질을 배가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사람됨을 가꾸는 인성교육 및 인간존중 교육
을 강화하여 인격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질 높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
하고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구를 교육중심 도시로 만드는데도 앞장섰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프랑스 루앙교육청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을 승인하여 선진외국
과의 학생, 교원 및 교육관계자간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양 도시간의 유대강화 및 상호보
완·협력을 통해 대구의 교육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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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한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
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제시하였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 관련해 교육감과 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교육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활발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귀 기울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와 대의기관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는 등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안처리현황
계
30

조례
제정

개정

폐지

2

21

4

예산·결산

기타

3

-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여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소위원회 구성 시 학
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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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징수기준을 1시간 단위로 단일화하면서 시설
사용 면적·코트 수 등으로 세분화하는 구체적인 징수금액 기준을 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지리적인 여건상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 및 교원
능력개발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급증하는 연수과정 및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부
족하여, 감삼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학교 현장 연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
제 확립, 유아교육 복지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
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별에서 월별
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
저출산 여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달서구 성당지역 내 8개 중학
교 중 대구남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재정·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학생들의 정상적
인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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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각급 시립학교 주소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2012.3.1.자로 개교하는 월암중학교, 대구율금초등학교, 대구율빛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9개원
을 추가하며, 같은 날짜에 폐교하는 대구남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해외 선진 교육도시와의 교류협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교류뿐만 아
니라, 도시차원의 국제교류도 확대돼 나가는 추세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프랑스 루앙교
육청간 학생, 교원 및 교육관계자의 인적 교류를 실시하여 도시간의 유대강화와 상호보완·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학교 시설공사 및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삭제하고, 조직개
편 계획에 의거 본청에 교육시설지원단을 신설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인력을 통
합·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원화된 교육시설업무가 통합·체계화됨은 물론 기술
직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 절감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확충, 평생교육, 학력향상, 교육격
차 해소 및 교육복지, 학교급식 등 10개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간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
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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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22개 기관에 대하여 중
점감사를 실시하여 245건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처리하였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상기관

감사항목

22

321

지적건수
시정요구

건의

103

142

향후 의정활동계획
‘폭력과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들의 자아정
체성 확립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2014년까지 중·고교에 전면 확대될 ‘교과교실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
비로 교과교실제가 추구하는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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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
영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상설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
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5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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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를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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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제1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는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
지 2일간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무리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편성으로 세출항목 집행에 있어 과도
한 집행유보액 발생을 초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임의적 예산배정으로 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대구광역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부결하였다.
○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는 2011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장
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5
조 3,612억원)보다 654억 1,600만원(1.2%)이 증액된 5조 4,266억 1,600만원(일반회계 3조
6,793억원, 특별회계 1조 7,473억 1,600만원)을 수정의결하였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논란 끝에 부결되었던 예산안에 대
해 순세계잉여금 등 262억원을 감액해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 발행
의 시급성을 고려해 승인한 것으로 대구시가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한 균형재정을 구
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예산정책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증감(△)

대구광역시

5,361,200

5,426,616

65,416

▶ 위원 :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 김화자, 정순천, 정해용, 남정달, 김대성,
김원구, 박상태, 김규학,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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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포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당초예산액

2012년도
예산액

증감(△)

대구광역시

5,361,200

5,499,600

138,400

대구광역시 교육청

2,095,646

2,239,968

144,322

▶ 위원 : 김원구(위원장), 오철환(부위원장), 장경훈, 박성태, 이윤원, 정해용, 김경식,
이재화, 홍창호, 배지숙, 윤석준

(3)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포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제2회추경
예산액

증감(△)

대구광역시

5,426,616

5,472,321

45,705

대구광역시 교육청

2,273,017

2,300,512

27,495

▶ 위원 : 김원구(위원장), 오철환(부위원장), 장경훈, 박성태, 이윤원, 정해용, 김경식,
이재화, 홍창호, 배지숙,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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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2012년 4월 24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
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증감(△)

대구광역시 교육청

2,239,968

2,324,014

84,046

▶ 위원 : 김원구(위원장), 오철환(부위원장), 장경훈, 박성태, 이윤원, 정해용, 김경식, 이재화,
홍창호, 배지숙,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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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목적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3대 스포츠 이벤트중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가 2007. 3. 27 우리시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5대 의회에서「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6대 의회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
회 개최 지원은 물론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집결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
여가 필요하며, 대회를 직접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와 대구광역시는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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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10. 9. 10 ～ 2011. 12. 31( 1년 4개월)
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제6대 의회

박상태

윤석준

위

원

신 현 자, 이 재 녕, 김 화 자,
권 기 일, 홍 창 호.

주요 활동사항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2010. 10. 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지원단으로
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위 활동계획안을 채택하
였으며, 이후 대회 개최시까지 현안사항 관련 회의 및 간담회를 총 9회 개최하였다.
해외 홍보활동을 위하여 특위위원 전원은 2011. 3. 7 ~ 3. 12까지 일본지역 나고야, 도쿄, 오
사카,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일본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홍보설명회, 교민 초청 홍보 설명회 개
최, 그리고 히로시마 “대구관광의 밤”행사 개최와 히로시마 시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하여 2011
대회를 널리 홍보 하였다.
국내 활동으로는 3. 30 ~ 5. 25까지 전국 10개 시ㆍ도를 방문하는 전국 마스코트 순회 로드
쇼 행사에 참석하여 2011대회를 소개하고 또한 방문 지차체 의장단을 방문하여 입장권 구매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D-100일 행사, 타시ㆍ도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등
많은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한, 완벽한 경기시설 점검을 위하여 6. 29일 선수촌 및 경기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등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 시설과 부대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자
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대회가 임박해서는 지역 전통시장 등 거리를 누비면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시민들과
직접 대면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입장권 사표방지를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표방지 대책강구 및 입장권 구매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대회 기간중에는 매일 경
기장을 찾아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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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목적
영남권은 국제공항이 없어 지역민들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과 연간 6천여억원이 넘
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에 여러모로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2010. 9. 10 구성(위원
장 오철환위원장 외 6명)하여
남부경제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추
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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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통합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 ▶▶▶

추진경과
경상북도를 비롯한 울산시·경상남도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와대, 총리실, 국회 방문
등 정부 요로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난 해 3월 30일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1,300만 영남인의 염원이었던 동남권신국제공항 건설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신공항은 남부경제권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도약하는 관문으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국가기반 시설이므로 수도권 반대 여론 환기,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을 위하여 기구 정비 및 명칭을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간
을 2014. 6. 30 까지 연장하고 신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활동실적
• 2011. 10월에는 신공항 유치 경쟁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협조·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추진 등을 협의하였다.
• 2012년에는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2회 개최
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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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배경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수요와 시대여건 변화, 그리고 법
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에 알맞은 신규조례 제정 및 개정과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시
대변화에 따른 시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용어정비 등 현실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정비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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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 교육청의 조례 394건을 전수 조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법규와 상충되는 도례, 행정여건 변화에 맞지않는 조례와 타
법령의 제·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규정이나 내용이 유사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조례, 오랜기
간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적용시한의 경과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 등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조사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활동기간 : 2011. 9. 30 ~ 2012. 3. 31(6개월간)
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제6대 의회

정순천

윤석준

위

원

이 재 술, 이 재 화, 박 성 태
김 대 성, 김 경 식

주요활동사항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개월간 회의 및 간담회 개최 6회, 분과위원회별 수시회의 개최를 통하
여 대구시와 교육청을 합하여 전체 394개 조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중 76건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집행부 규정개정 권고 1건, 정비대상 보류 또는 제외 8건을 합하여 총 85건을 발굴하
여 전문성이 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12건, 문화복지위원회 20건, 경제교통위원회 21건, 건설
환경위원회 14건, 교육위원회 9건으로 총 정비대상 76건이 되겠으며 정비사유별로는 상위법
반영 45건, 현실여건 반영 20건, 상위법 및 현실여건 반영 11건이며, 제·개정 형식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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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4건, 일부개정 54건, 전부개정 7건, 제정1건으로 분류 하였다.
이번 활동 기간중 시민 제안이 16건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았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제도가 필
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의회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한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이
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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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ㆍ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

구성목적
대구광역시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용)는 공사·공단의 효율적 운영
으로,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위원
회를 2011. 9. 30 구성되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경영철학과 능력검증, 경영목표
확인 등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방만한 경영 차단 등 투명하고 건실
한 공사·공단 운영을 위한 제반활동을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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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실적
• 대구도시공사 전무 임용에(공무원 파견) 관한 논의를 위한 회의개최
• 대구도시공사의 악성채무, 단기자금 운영 부적절, 미분양 토지 및 아파트 분양대책 요구
• 대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공시설 및 휴게소 등의 관리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비효
율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 요구 및 부실 경영에 대
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등 공사·공단의 선진화추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358 I 대구광역시의회

धޚആഠ
:W[]kC[jhefeb_jWd9ekdY_b

총 괄
•질문의원수 : 16명 19회
•질문건수 : 29건
분야별 질문현황
회 기 별 질 문 건 수
구 분

계

제199회
임시회

제201회
제2차정례회

제203회
임시회

제204회
임시회

제205회
임시회

제206회
임시회

계

29

5

9

2

6

3

4

일반행정

1

문화체육

2

교

육

9

2

2

2

2

1

경제·산업

7

1

2

1

1

2

환경·녹지

4

상·하수도

1

보건·복지

1

1

교

통

1

1

도시계획

3

1
1

2

1

1

1

1

1

1

1

건설주택
소

방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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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199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홍창호
의원

취수원 이전 지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1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점검 결과 B/C 1.09로 타당성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이유는

있을 것으로 통보되어,취수원 이전 중간 추진과정을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언론보도
예상 밖으로 구미지역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유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과

농업·공업용수 등 유지수 부족에 대하여는 KDI에서 별도

설득방안은

용역 수행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물수지 분석 결과
유지용수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됨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10년 11월 26일
수도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지역이 축소됨
•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 10㎞
이내(완화 10㎞)
•승인지역 : 취수지점 상류 7㎞ 초과지역 → 4㎞
초과지역(완화 3㎞)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도 증가로 구미공단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유량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오염총량관리 재검토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므로 구미공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민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구미시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취수원이 이전되면 선산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
2.16㎢만 존치하고 나머지 3개소 6.82㎢는 해제 가능함을 적극
홍보 및 설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먹는 물 문제는 경제성분석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한 견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된 것은 매우 유감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통보받은 상태이며 타당성
미확보 사유는 지자체간 갈등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됨.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수원 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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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199회 임시회
質問議員
홍창호
의원

質問要旨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答辯要旨(答辯者)
지자체간 갈등해소가 선결 과제이므로 경북도 및 구미시와의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상생대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제정
지원 등을 공동으로 건의하여 취수원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맑은 물 공급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건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대응자료 축적을 위해 미량유해물질
자체조사 항목과 조사지점을 확대함.
(시장)

남정달
의원

비만학생을 관리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구시교육청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8%이며, 그
중 초등학생 15.4%, 중학생 14.5%, 고등학생 14.3%로 나타남
비만관리종합대책 시달 : 보건 영양, 체육교사가 팀을 이루어
행동수정,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비만학생 관리
비만관리 8단계 프로그램 보급 : 2008년 우리교육청 자체
개발, 각급학교로 보급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가이드북으로
활용
비만예방 선도학교 운영 : 2011년 초등학교 20교 선정, 200만원
지원, 학교 자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및 결과물 일반화
비만극복 프로그램 운영 : 농협, 닥터굿 재활병원과 연계,
2011년 10교 선정, 닥터굿 재활병원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어린이영양캠프 운영 : 초등학교 5, 6학년 비만학생 120명대상,
대구교육해양수련원 2박 3일, 비만의 위해성과 비만 행동 수정
등을 통해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
2011년 상반기 비만예방교육 실적 : 보건교육 실시(234교,
49,180명), 특별교육(331교, 515,961명), 교육자료 및 유인물
배부(438교, 449,150명), 교육자료 홈페이지 업로드(410교,
459,820명)
학생건강체력 평가 및 기초체력 향상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4,5등급 학생 대상 체력향상반 운영
· 2012년 10교 선정 『건강체력교실』과 『대구학생체력인증제』
운영
· 학생동아리 체육 활동 활성화 및 1인 1운동, 신체활동 7560+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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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달
의원

남녀공학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학생생활지도와 남녀학생 간 성적격차로 인한 상대적 피해
발생 등 남녀공학 학교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인성
발달, 근거리 배정 및 학교설립비용 절감 등 남녀공학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음
남녀공학 학교를 단성 학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지역별 남녀별 학교배치 불균등에
따른 원거리 배정 증가,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신설수요 증대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남녀공학 학교의 단성 학교 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에 단성 학교 전환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무엇인지?

사교육기관 관리·감독 방안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공교육과 상보관계를 유지하여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공교육과 사교육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일조한 사교육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인정해 주고,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선수학습에 따른 공교육 파행, 학원 운영자간의
과도한 경쟁 등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지난 해에는 밤10시까지로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통과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고,올해에는 학원비 정보 공개 의무화와 수익자부담경비를
교습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원법이 개정되어 학원 운영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교원 순환근무제 개선 방안은?

1981년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동일교 4년
순환근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학교 자율 경영을
지원하고자 4년 순환근무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빙교사제도, 전보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초빙교사가 만기를
근무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겠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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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검단들은 15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난개발이

검단들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대구종합물류단지(’95년),

심화되고 있음.

미래형테마파크 조성(’08년), U - 밸리 조성(’08년) 등 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래 대구의 전략사업을 찾지 못했으나 고심을
하고 있음.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산격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 및 금호강변 산격동 일대가

공장부지가 절실히 필요함.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검단동 개발도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음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할 북구청과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검단들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조속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의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

수립이 필요한데, 검단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산업용지 수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당연히

수립의향은 있는지?

산업용지 확보 문제도 포함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검단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산격지구 공장

(시장)

이전 수요와 검단공단의 공장부지 초과수요를
감안해 일부를 산업용지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선발을 교육청이나 교육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배치하는 경우 월60만원의

지원청이 일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수를 받고 원하지 않는 원거리 지역에 배치될 경우 일부학교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배움터지킴이의 인성검사 필요성은?

대비하여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정 위촉함.

배움터지킴이의 계약제 전환에 대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현장에 배치되기 전 교육청에서 2월에

추진계획은?

복무와 학생 지도 시 기본자세, 학생의 특성 등에 대한 연수를
하고, 12월에 평가와 우수사례 발표 중심의 연수를 실시함.
선발은 각급학교에서 모집공고 시 응시대상은 학생(상담)부장
경력자,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자, 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 경찰로 함
선발된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봉사자의 자세, 학생 지도의
기본자세, 학생의 특성 이해, 방문객에 대한 예절,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현장감 있으며 인성이 강화되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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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연수를 통하여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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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수행하며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음
인성검사는 배움터지킴이가 봉사직이고 낮은 보수, 선정 위촉
및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향후 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인성이 겸비 된 배움터지킴이가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발과 관리 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최선을 다
하겠음.
지난 5월 20일 김세연 국회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배움터지킴이 계약제에 관하여 발의 하였으나, 이 안은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예산으로 434개교 모든 학교에 배치한 관계로 계약직
전환은 재정부담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음.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2011년 학교안전지킴이의 집은 문구점, 약국, 24시간 편의점

집이 형식화되어 있음

등 812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지킴이 집이 학생들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절한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정된 학교안전지킴이의 집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안전지킴이의 집을 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사실을 환기시키고,
학교안전지킴이의 집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감)

권기일
의원

대구시의 잘못된 경제 정책 및 방관자적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롯데몰의 일부 중복되는

관리로 인해 발생한 종합유통단지 유통

사업영역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브렌이 중·저가 중심의

업체들의 고사위기를 동반성장의 개념에서

이월상품 할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 모색 촉구

롯데몰은 고급 브랜드로 특화하고 당분간 신상품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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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대구시 경제정책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매장운영을 지속하며 프리미엄급 브랜드가 없는 결점을

위해 각종 유통업체 진입시 산업영향평가

보완하기 위하여 2012~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프리미엄급

위원회(가칭)을 두어 평가하는 등의 전문성

2~3개와 A급 브랜드 10여개를 추가 입점토록 유도할 계획임.

개선방안 도입

또한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등 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우리시에는 경제 관련 각 분야별로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유치기업평가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계속 권고하고 있어 애로사항은
있지만, 기 구성된 유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용이
가능한지 등을 의회와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하겠음.
(시장)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와 짧은

과정에서 불거진 대구시 태도의 문제점 제기

기간(1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절차상의 문제점 제기

공사로 발주하였으며 지자체로는 최초로 턴키공사에 대하여

윤리경영 상생경영의 입장에서 지역 중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였음. 전체 공사용자재

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

대상품목은 109품목 606억원 정도이며(전체공사금액

표명 요구

2,033억원의 30% 정도) 이중 수질보증 및 하자책임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60여 품목은 시공사와 사전 협의로 직접구매
하였음.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10여품목 175억원정도)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지역제한 등을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직접구매 예외 품목은 방류수질 확보, 성능보증 및
하자관계 불분명 문제 등과 관련한 공법 및 특허 품목에
한하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 산정은 입찰 공고 시
조달청장이 정한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근거를 토대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가격 증·감
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금액 변경 없이 정산하기로 되어있음.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음.
(건설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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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먼저,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하중도 정비방향에 대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답변 드리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대표적인 사업이

1. 금호강 하중도 면적규모를 줄이고(6만7천여평→5만평정도)

하중도(河中島) 개발계획임.
하중도는 팔달교와 서변대교 사이에 위치한
면적 22만㎡, 길이 1.3㎞, 폭 320m 규모의
금호강 안의 섬으로, 하중도 정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연간 5~6모작으로

높이를 높인다면 침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노곡 하중도는 금호강의 홍수위 아래에 있는 섬으로서
우기시 2~3년 주기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당초

경작과정에서 질소(N)와 인(P) 등의 수질오염

하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강력한 건의로

물질이 다량 함유된 비료와 퇴비 등을 많이

4대강살리기사업에 포함하여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시

사용해 그동안 금호강 주오염원으로 지적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며

오기도 하였음. 그러다가 금호강 생태하천

《노곡 하중도 현황》

조성사업 중의 하나로 하중도 개발이 최종

• 위 치 : 대구시 북구 노곡동 금호강내

확정되면서, 2010년도부터 이곳 사유지 등을

• 규 모 : 폭320m 연장1,300m 면적22만㎡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서고

• 보상내역(완료)

있음. 하중도 개발 계획은 단순히 하중도
정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 그리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더 나아가 대구의 랜드마크
로써의 역할까지 기대가 되는 계획임.
본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하중도
정비 계획상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 사유지 : 162필지 / 189,471㎡
- 지장물 : 비닐하우스 528동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에는 홍수위 아래지역 침수피해와
농작물 경작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산책로설치, 호안정비, 초화류식재 등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음.

파악되어 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면적규모를 축소하여 하중도 높이를 높이고 하상을 넓게

듣고자 함.

확보하는 것은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에 노곡하중도가 포함된

첫째, 하중도 지역은 금호강 수위 6m가 되면

취지와 맞지 않아 병행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며, 향후 하중도

기존에 있던 하중도의 하우스가 물에 모두

개발에 어떤 시설이 좋은지 결정된 후 별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잠길 정도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뿐만

것으로 생각됨.

아니라 인근의 노곡동 또한 상습침수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

일어나는 곳임.

• 위 치 : 금호강 전 구간

따라서 현재 22만㎡(약 6만 7천여평 정도)의

• 용역기간 : ‘07.12 ~ ’10.12 (고시 ‘11.2.28)

면적규모를 약 5만평 정도로 줄이고 대신 흙을

• 시행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돋우어 하중도의 높이를 높인다면 매년 침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상
또한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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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기본계획수립 : 하천법제2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변경
- 하중도 계획홍수위 : 28.4m, 하중도 지반고 : 2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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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중도 정비를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2. 하중도 정비를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용편리를 위하여 현재 1개(당초 2~3개)만 설치하고 추후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든 시민들이 쉽게

설치 시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3공단에서도 진입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 하중도 접근을 위해 진입교량을
2-3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1개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지금 1개의 교량만 설치하고 공사가 다 끝난

수 있도록 공사 중에 2~3개로 설치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대강살리기사업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음.

후에 다시 또 교량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비용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기본설계용역》

소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니, 시민의 편의성

• 대 상 : 신천·금호강

제고와 하중도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원래

• 용역금액 : 971백만원

계획하였던 대로 3공단을 통해서도 접근할

• 용역기간 : ‘07.10 ~ ’09.1

수 있는 진입교량을 현재 공사 중에 설치하는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노곡 하중도를 생태테마공원으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였으나 정부(기획재정부)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즉 하중도 진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량과 생태테마공원 내용의 대부분이

교량을 하나가 아닌 2-3개의 교량 설치에 대한

제외되고 현재 추진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나 우리시에서 관리형 교량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건의로

셋째, 원래 계획에는 그림과 같이 하중도에
생태테마공원을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하중도
관련 사업에는 정비계획 만 제시되어 있을

현재1개 교량을 설치토록 협의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여 3공단 방향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뿐 원래 계획하였던 생태공원조성이나 향후
이용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3. 당초 계획에는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하중도 정비가 끝난 후 이곳을 어떻게

되었으나(아래 참조) 현재는 하중도 정비계획만 있으며 당초

이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히

계획하였던 내용은 없음. 하중도 정비가 완료되고 향후

생태공원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이곳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바람.

생태공원 추진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먼저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기본
설계용역(‘07.10~’09.1)을 실시하여 우리시 계획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09. 7 완료)에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노곡하중도는 홍수위 아래지역으로 과다한 시설은 지양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유토지 보상과 하천오염의
주원인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생태계복원을 위한
정비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하중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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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용지보상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선행 되었으므로,

이재술
의원

시민아이디어나 민자 유치 등 다양한 제안을 수집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동희
의원

무상급식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 역의 무상급식

• 급식비 지원 대상을 전국최저수준인 최저생계비 120%로
잡은 이유와 내년도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현황은 매우 저조한 편임. 대구의 무상급식

- 지난 해 급식비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점을

비율은 17.7%로서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

120%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내년도에는 정부방침에

형편없이 낮은 이유는? (교육감)
무상급식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도 보조를 맞추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10.2% (28억원)에 불과함. 이렇게 시의 지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시의 방안을 밝혀 주길 바람.(시장)

따라 최저생계비 130%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임
- 또한 금년도 2학기 달성군 면단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도에는 2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7교,
896명)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임
•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이상 발생하는데도 무상급식을
안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초·중·고

- 2012년도에는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과

전체학생의 40%를 지원한다는 무상급식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40%로 확대한다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이 대폭

하더라도 올해 전국 평균인 43.1%에도 못

증액됨으로써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될

미치는 수준임. 최소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무상급식 비율을 더 끌어올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교육감)

것임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 매년 506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이같은 재원의 소요는 균형적이고 질 높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육청의 부담만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고,
낭비적 요인이 없어야 하며,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계획되고, 지속적이며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하여 대구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와 그러한 불이익이 당연한 것인지?
-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과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비, 인터넷통신비와 방과 후 학교 교육 수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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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폭을 확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이동희
의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안전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 현대화와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환경 개선
및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음
- 급식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경우와
같이 대구시 및 구·군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감)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시의 분담비율 상향 대책

기초자치단체를 불문 하고 전국에서

- 시는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교육경비에 대한

2014년까지 소득하위 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관심과 지원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는 시·도

계획이며, 매년 추가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

교육정책협의회나 지방교육 행정협의회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구성할 의향은 없는가?
나아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교육경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하고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구·군 및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

- 올해는 소득하위 17.7%(65,307명)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총예산 274억원 중 28억원(10%)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30%(110,820명) 총 457억원 중 85억원(19%)을 시가 지원할
계획임

및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시의 계획

구성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 한정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가?

학력신장과 교육기회 균등제고 등의 다른 교육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다른 교육지원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하므로
- 현 계획대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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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이동희
의원

質問要旨
• 교육경비지원 관련(시장, 교육감)
-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불문 하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교육경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정책협의회나 지방교육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가?
- 나아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교육경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하고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구·군 및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370 I 대구광역시의회

答辯要旨(答辯者)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의 교육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및 교육경비지원위원회
등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교육청과 시청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 및 군청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 및 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교육감)
• 교육경비지원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
-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교육경비 지원관련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교육경비로 올해에는 총
306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의 215억에서 91억원(42%)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8위)임
- 또한, 시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미래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 교육정책협의회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
- 시는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교육협력 전담부서 신설 및 교육협력관
파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교육청과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시와 구·군 및 시 교육청 등의
인식개선과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제안하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구성에
대하여는 설치근거는 다르나 기능이 유사하며, 타시·도의
사례를 보아도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중 어느 한곳에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 이에 시는 상호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와

이동희
의원

구·군 및 시 교육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시장)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족

•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족기능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해체되어 보살핌이

일시적으로 해체된 아동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필요하지만 돌보아 줄 가까운 친·인척도 없는

보호할 수 있는 일시 위탁가정 선정 및 운영 등 다각적 지원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나 보호방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 이러한 아동들이 지역사회나
시민들로부터 무관심과 방임에 놓인다면 가출,
일탈, 범죄 행위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호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학교단위의 자원봉사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 일시적으로 가족 기능이 해체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우선 단위학교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 유형 형태로 일시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위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과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위기 아동의 일탈이나 각종 범죄로부터

형태로 일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위탁 가정을 선정 및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아울러 시와 협의하여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일시적 위기 아동의 보호 및 지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겠음
(교육감)
• 일시적 가정해체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 우리시에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3개월 ~12세 아동 중 일시적·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파견, 일시 위탁가정 운영 강화 등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족기능이 일시적으로
해체된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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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박성태
의원

● 영남권 R&D 허브 전략 반쪽 축소 위기(최근

● R&D허브 구축관련 시·도지사협의회 활용 방안 및

본격화되고 있는 부산·경남의 유사한
사업추진 등)과 관련
- 5개 시도지사 협의회 활용 등 관련 시도
설득 대책
- DGIST 등 활용 부산, 경남지역 R&D 지원
플랜
• DGIST를 비롯한 R&D기관 명칭 변경 및
네트워크 범위 재설정
- 자체 R&D 역량 강화 대책

R&D기관의 부산·경남지역 지원 플랜
- 부산·경남지역은 우리지역과는 산업구조가 다른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부산·경남지역이
추진하는 R&D관련 시설은 연구분야 등에서 우리 시와
차별화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영남권 R&D 기관들과의
공조체제가 잘 구축 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 아울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지역 R&D 기관의

• R&D특구센타 조직과 기능 확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기업의 참여와

• R&D기관 유치와 정주여건 확충 등 테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내실화 및 가속화
• 내륙 과학기술삼각벨트 조기 가시화
대책(3광역시 과학기술협의체 구성,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대구가 영남권 R&D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DGIST 및 정부출연(연)의 명칭 변경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R&D기관의 명칭은 우리시와
경상북도뿐만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립하였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연구개발특구 대구기술사업화센터 기능 확대 방안
- 지경부에서『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으로 개편한 후 특구별로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조직, 인사, 사업추진 등에서 자율과 권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우리시도 연구개발특구 대구센터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R&D를
기획·조정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실화 방안
-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핵심지역인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모일 수 있도록 U-City 조성 등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 도심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목원～지구 북편
경계까지의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1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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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 대구, 대전, 광주 과학기술 내륙삼각벨트 조기 가시화 방안 등

박성태
의원

- 3개 광역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과 연구
개발특구 육성 등 지역공통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공동대응을 통한 실질적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남권 산업혁신의 거점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촉구함
- 지지부진한 메가프로젝트 수립의 내실화
가속화 대책은?

● 영남권 산업혁신의 거점도시를 향한 메가프로젝트 구상

-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기획관리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연구단을 구성 운영
- 그동안 학계,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대경연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사업을 발굴중에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장)

● 의료산업국 신설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의료산업국 신설 계획 재검토

-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산업발전 중장기

- 현재 T/F로 운영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은 장기

계획에 입각 산업별 잠재력에 따른 자원

프로젝트 수행및 지역 의료산업 육성을 총괄하는데

배분 계획부터 수립할 것 등

기능적인 한계가 있고,
- 의료서비스 기능과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는 전담조직
신설이 요구되어 지역 보건·의료계의 의견 수렴과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관리실장)

오철환
의원

각급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 각급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

- 전국 초·중·고의 학교에는 정수기나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 및

냉온수기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정수기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 등으로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인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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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오철환
의원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438개교 중 정수기가

해결책으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끓인 물

설치된 학교는 363개교(8 2.9%)이며, 정수기 설치 대수는

공급’을 제안하고자 함.

2,720대임(교당 평균 7.5대 설치)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기
온수기(물끓이기) 시설은 438개교 중 354개교(80.8%)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수는 총 544대(정수기 기준 3,808대)로
교당 8.7대 이상 확보함
- 각급 학교의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정수기 전체를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학교 여건
및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끓인 물 공급 시설을 확충하면서 정수기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기존 정수기 사용 학교에 대해서도 신규 설치를 억제
시키고, 현재 사용 중인 정수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필터교환, 청소 및 소독 철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2011년도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끓인
물 공급을 위해 각급 학교에 전기온수기(물끓이기) 시설을
42개교에 교당 1대씩(5백만원) 총 2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충토록 함.
(교육감)

시청과 구·군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각종
공공기관에 비치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하거나 그렇게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 시청 민원실과 구·군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각종 공공기관의 대민 업무
관련 부서에 비치된 정수기 등이
현실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끓인 물 공급’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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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할 의향
- 대민업무 부서에 설치된 모든 정수기를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끓인물의 경우
물의 고유의 맛이 퇴색되고 개인마다 기호도가 다양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앞으로 우선적으로 대민업무 부서에 설치된 정수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수기 관리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필터교환, 청소 및 소독 철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병입수돗물 제공 또는 생수를

오철환
의원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대민업무 부서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자치행정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상장예외품목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철회하고

지정을 철회하고 불법건축물을 정리할 것을

불법건축물 정리 및 시장 이전 검토

촉구함. 또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가 협소하다는

- 무·배추·양배추 등 엽채류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의견이 제기되는 바, 시장 이전을 검토해보는

지정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한계와 중도매인과

것은 어떤지?

산지 유통인간의 입도선매하는 관행적 매매행위, 품목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무·배추·양배추 등 비중이 큰

특성상 전량을 하차하여 중도매인이 확인 후 경매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단위경매로 인한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상장예외거래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1일부터 도입하였음. 향후, 무·배추·양배추에

주요한 품목을 2009년 상장예외품목으로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증가하고 정상적인

지정한 결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면 엽채류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해침은 물론 투명성의 결여로 도매시장

재검토할 것임.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중도매인

- 우리 도매시장은 처리물량 및 유통종사자가 늘어남에

간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상장도매인의

따라 시장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에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임시가설물

따라 무·배추·양배추 등 비중이 큰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 후 재사용을 위한

주요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환원시킬 것을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다수의 불법·무허가 건물이

강력히 촉구함.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강제 철거시

- 도매시장 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함으로써
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외관이 전혀 관리되지 않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볼썽사납다는
것이 중론인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함.

경매 및 중도매인 영업 불가 등으로 시장운영이 매우
곤란 하므로 철거로 인하여 시장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 및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수집·분산 공간계획 수립을 재검토하겠음.

- 도매시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가

- 현 도매시장은 건립한지 20년 이상 지나 건물의 노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정도가 심하고 시장운영 필수시설의 부족, 관련 상가의

도매시장의 이전을 검토해보는 것이

시장내 중앙구역 배치, 농안법 개정에 따른 중도매인점포

어떠한지?

배정을 위한 임시건물 추가건립 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과 물류동선 막힘 등 시장전체가 복잡하고 혼잡하며,
경매장내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출하품 상하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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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도매시장 이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오철환
의원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도매시장의 원활한 물류수집 및 분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전을 검토하겠음
(경제통상국장)

강재형
의원

지금까지 정부의 산림보호정책으로 인해 임목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가치 증대와 탄소흡수원

축적량이 1970년도 산림 면적 ha당 10.40㎥에서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에는

2009년에는 109.4㎥(대구시 106.9㎥)로,

하층식생의 증가, 다양한 생물 종의 발생, 나무의 생장량 증가

1970년도에 비해 10.3배나 임목 축적량이

등 다양한 사업 효과가 있음. 우리시는 1998년부터 숲가꾸기

높아져 산지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우거져 있음.

사업을 시작하여, 산림면적 48,974ha 중 지금까지 1만여ha를

활용정책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완벽한 보존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둘째,
강우가 그치면 계곡의 물이 급격히 줄어
하천유지수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임.
이에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음과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1만5천여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성서소각장 1호기는 현재 18년째 가동되고 있어 성능저하와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됨. 따라서 2012년에 전문기관인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첫째,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간벌목의 소각 에너지화에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가 간벌이라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검토 해

생각하며 대도시 주변의 산, 특히 소나무가

나가겠음.

밀식된 산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간벌을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활용하기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20대를 가정과 사업장에

- 둘째, 간벌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을
에너지로 이용하여야 함.
대구시에서는 현재 성서소각장 1기를 폐기하고
RDF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간처리시설 이용 시,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서소각장
1기의 폐기에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셋째, 목재의 에너지화와 퇴비화를 추진할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함.
산불방지와 경제림 육성을 위한 간벌사업의
적극 추진, 성서소각장의 소각로 이용방안,
목재의 에너지화, 퇴비화를 추진할 사회적
기업육성 등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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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여 자원화하고 간벌목이나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을 목재파쇄기로 파쇄하여 목재칩을 만들어 시가지
조경지에 살포하여 비료 및 보온효과를 거두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과 산물의 수거, 운반, 퇴비화사업을 추진할
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해 나가겠음
(정무부시장)

ध߹߃ޚ
제201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이재술
의원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서면 질문>

<서면 답변>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처럼 차량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은 전국적인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초단위 카운팅

통일성과 안전성을 위해 규격, 성능, 설치위치 등을『도로교통법

시설)를 설치한다면 운전자의 심리적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관리하는

불안감이나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교차로 차량진행시 특히 교차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몰라 차량진행
중 속도를 내야할지 줄여야할지 판단 갈등으로
불안할 때가 많고, 특히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사무임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이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규정)하고자 하면『도로교통법령』개정 또는『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한 교통안전시설물만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했어도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안한 교통안전시설물은『경찰청

변하는 순간 멈추려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심의가 필요함

작동되지 않아 차가 밀리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차량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2004년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임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부결 사유로는 신호등은 가장 중요한 통제정보로서 그 어떠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교통안전에

주의· 지시·안내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고 교통신호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 신호등에도

부착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특히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잔여시간 표시장치 같은 발광형 시설물은 신호등과 함께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바람.

부착시 신호등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운전자

또한 신호등 전체를 보수 또는 교체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 추돌 및
충돌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등 몇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예측출발 및 시간 내 지나가려는 심리가 가중되고, 신호 외에
숫자표기 때문에 이를 멀리서부터 판독함에 따른 신호등
시선 집중부족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임.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도입 및
시범설치 방안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하지만 외국사례, 장·단점 분석, 교통여건 및 교통문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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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질문>

<서면 답변>

지난 2월 10일 대구교도소를 하빈으로 이전하기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사업은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됨으로서 약 4년을

낙후된 하빈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끌어온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의 입지결정이

(하빈면 번영회장외 2,257명) 2008년 5월 유치를 건의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입지결정보다 먼저 제시되었어야
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사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시장님께 하빈발전 인센티브
사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여년 동안 이전 위치 변경요구 및 이전 반대민원 등 거듭된
찬반 논란 끝에 2012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경주 방폐장 및 울산 울주군 화장장

하빈면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이지만 인근에

설치사업은 대구교도소 이전사업과 달리 혐오시설 설치에

약국하나 없고 학교보다 높은 건물이 없는,

따른 특별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 조건으로 공모하여

달성군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더욱

유치, 결정된 사업이며, 대구교도소 이전은 하빈면 번영회에서

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대구장기발전계획 등

포항교도소를 견학하는 등 교도소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대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하빈의 발전방안은

아니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로

제외되어 하빈의 미래가 더욱 어두울 수밖에

판단하여 유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없다는 것입니다. 하빈주민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교도소 유치를 건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를 입지시킬 경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사업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서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고민 중이며 울산 울주군은 화장장 유치로
4,700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대구교도소도
하빈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교도소이전이 실행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주민이 동의할 만한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오로지 교도소의
입지결정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교도소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간
찬반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우려한
주민 대부분이 반대로 돌아서게 되어 주민
79%가 서명한 반대건의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이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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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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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그러나 대구교도소 이전만으로는 하빈 발전에 도움이

행정기관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흡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관할 달성군에서는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회

하빈면 번영회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2011년

건설환경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5월에 완료한「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의 실행

지역발전 인센티브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하빈 면민회관 건립,

적극 검토·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하빈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센티브사업을 제시해

하빈초교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경영보조사업
등에 대해 2011～2012년 예산 30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는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과「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중 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구교도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 등 발전계획이

이전사업이 혐오시설의 님비현상을 극복한

보다 더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대구교도소 이전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혐오시설의 유치가 지역을 쇠락시키는 것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원아파트 · 체육시설 건립

아니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등 주민편익시설 확대 설치하고, 향후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지역주민 우선 취업 등 주민건의 사항이 보다 많이 반영될

않겠습니까. 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하빈주민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위해 어떤 인센티브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교도소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중구에 입지한 달성공원 동물원은 대구도심

달성공원은 1969년 8월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생기본구상과 중구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동물원은 1970년 5월에 개원하여 연간 약 260만명(2011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달성토성복원과

기준)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대구도심의 재창조를 위해 이전이 시급한

유적지에 동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우리시에서는 달성공원의 본래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 동물원의 이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약 1,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최근 중단되었으며, 대안 중
하나인 민자유치도 여의치 않아 대구시의
장기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능(사적공원)을 복원하기 위해 달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달성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동물원 이전에
대해 여러방안을 검토해 왔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때마침,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대구대공원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해 달라는

종합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름골(수성구 삼덕동) 지구에

주민건의서가 지난 8월 대구시와 시의회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달성군, 달성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달성공원 동물원의 하빈
이전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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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의원

첫째, 달성토성 복원과 도심재창조라는 대구의

40년 전통의 동물원을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교도소 이전에

위해서는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됨. 그 동안 우리시는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의 추진이 가능하여

삼성에버랜드와 민간투자 전문기관 등에 동물원 조성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둘째, 타지역보다 저렴한 토지보상비로 사업비

입장임.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우선 여론수렴과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빈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전과 답의
공시지가가 1만5천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당초 약 800억대로 예상되었던
토지보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안을 도출한 후 적당한 장소에 임시 이전하고, 향후,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우리시에서는 임시이전을 위하여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셋째, 도시외곽지임에도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영구이전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국도 30호선, 4차

수렴하여 하빈지역 등 민자유치가 용이한 부지를 선정하여

순환선 등과 인접하고 지하철 2호선 문양역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연계가 가능하여 대구도심에서 2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가까운 거리이며,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와 인접하여 광역적인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넷째, 육신사, 태고정의 역사문화자원 및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생태자원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동물원과 하빈면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대구시와
달성군 실무부서에서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
유치건의로 대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하빈주민들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라는
또 다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물원 이전에
하빈만한 후보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달성공원
동물원의 하빈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로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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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서대구공단이 국토해양부의 노후공단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서대구공단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도심공단으로의 기능이
쇠퇴하고 노후화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수년간에 걸쳐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생사업
시범단지로 포함시켰음. 재생사업 방향은 산업·문화·환경이
조화된 도심형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도심특성에 맞게 재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재생계획 수립과정에 총괄적 계획의 포함 여부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대구권 광역철도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서대구공단 입지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시 대처 상황
서대구공단은 도심형산업 생산기지 역할 뿐만아니라, 도심과
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용지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 될 필요성이 있으며, 입주업체 재산가치 상승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지원시설용지 확보와 준공업지역
용도비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임.
지원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용의?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 비율을 50%이상 배치토록 한
규정은 2007년 법 개정당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법 목적을 실현하고, 개발사업 추진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의 적극적 규제와 지자체별 지원시설 확보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시설 확대 개정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음.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산업, 문화,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음. 서대구공단 일대는 공단이 조성시의
도시외곽이라는 입지여건이 완전히 변하여
도심과 인접하고 있어 도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할 입지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과 변화에 대한 아무런
대응과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원시설용지를 5%로 계획하였다가
최근 지역의 반대여론 등이 거세게 일자
20%수준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는데, 당초 계획목표인
복합단지가 5%의 지원시설용지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관련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최저
50%로 규정되어 있는데 복합단지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
지가와 사업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영세 제조업체가 재입주하기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향후 서대구공단이 갖는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바라며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목표를 설정하게 된
근거와 경위, 향후 계획은?

향후 서대구공단의 역할 및 첨단업종으로 전환 근거와 경위
최근 산업 형태는 과거 장치산업 위주에서 기존 산업에
첨단화된 정보기술이 융합되고 금융·통신·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접목되는 등 트랜드가 변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대구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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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LH와

개선해 나가고, 또한 기존 우세업종의 집적화와 업종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구조고도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임.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영세 제조업체의 재 입주 대책은 재생사업계획으로 건립되는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또 시의 주요사업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임대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공공 투자사업

회피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대를 통한 입주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LH와 대구도시공사에서 회피하고 있는 재생사업의 시행방안
노후공단인 재생사업은 수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일시에 이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블록별로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단계별로 개발하여야
하는 한계성이 있어 계획 입안단계에서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을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지구·지정한 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블록별 개발계획내용 및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 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자력개발을 유도하거나 SPC설립, 공공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계획을 주도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우리시는 대구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상향조정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경제통상국장)

송세달
의원

문화창조발전소를 본관을 포함한 주변

문화창조발전소 본관 포함 주변 일대 문화예술공간 조성

일대까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KT&G 본관 부지는 약령시 주변의 근대문화거리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창조발전소, 대구문학관, 시민회관을 잇는 문화벨트의

시장님의 견해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적,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이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인근 문화벨트와 어우러져
문화창조와 도심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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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
의원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문화창조발전소와

KT&G 본관 부지의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 그 주변에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할 의향
대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중구에 KT&G 담배제조창
부지를 활용하여 예술창작공간인 ‘문화창조발전소’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분명히 필요함.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구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중구내 축제 동시 개최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중구내 개최되는 축제들은 축제의 목적과 성격이 현저히 달라
개최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은 어려움이 있음. 특정한
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각 축제별 사정과 여러 제약사항을
감안하고, 축제 주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시기적으로 근접한 축제끼리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구청과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음.

연계해 그 주변에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동성로축제, 약령시한방축제 등의 일정을
고정시켜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축제기간도
늘려 신·구 문화가 조화되는 대구만의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극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장기 유휴건물을 문화공간 활용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전 구간을 대표적인 문화발신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중앙로 극장 등 유휴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음
대구문학관과 전후문화재현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 활용
사례이며, 향후 적은 비용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건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장기 유휴건물을 문화공간 활용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전 구간을 대표적인 문화발신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중앙로 극장 등 유휴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음
대구문학관과 전후문화재현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 활용
사례이며, 향후 적은 비용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건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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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
의원

2000년에 달성공원내 동물원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람.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 계획
달성공원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달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함 「대구대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름골 지구” 동물원 조성사업은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여건상 추진에
어려움. 민간투자 유치도 여의치 않으므로 우선 적절한 장소로
임시이전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민자유치가 용이한 부지를 선정하여 동물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강구
(시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취지에 맞지 않게 졸업생 취업률은 저조한

확대

편임. 교육감님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선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 유도, 다국적 외국기업 및

취업, 후 진학의 연도별 상향의지는 어떠한가?

대기업, 선도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대, 우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중견기업과 대기업, 스타기업,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을 통하여

수립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향성도 잡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음.
동물원 이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히 있다면
거창한 계획만 잡아놓고 열악한 시재정만
탓하면서 민간 투자자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임. 달성공원은 동물원이 아닌
사적공원이므로 하루빨리 동물원을 이전하고
사적지 달성으로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함.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남정달
의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위한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어떠한가?

성장유망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인력 양성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소
기업인턴을 확대하여 정규직 전환 유도
미취업 청년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유도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선 취업, 후 진학 적극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 야간강좌와
사내대학 개설을 적극 검토 및 지원
(경제통상국장)
특성화고 설립목적와 달리 진학을 많이 하고 있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선 취업, 후 진학의 연도별 상향의지는 ?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학년도 24.12%, 2011학년도
40% 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7.5% 목표를 초과 달성,
2012학년도 취업률 목표를 60%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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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성화고교에 취업지원관 15명,

남정달
의원

산업체 우수강사 26명을 배치하여 학교 밀착형 취업률 향상
추진,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중심학교로 변화 도모,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과
매칭시스템 구축 및 학교-기업간 매칭 시스템 구축 등 취업률
향상 노력 도모, 특성화고교의 교실 수업을 취업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수업을 산업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운영 등
수업선진화 지원사업 추진
(교육감)
대구국제학교는 대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 적극 유치로 외국인 학생비율 증대 노력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학교라는 점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자부심을 가지고 육성해나가야 할 것임. 이

지역대학, 외국 금융기관, 종합상사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학교에는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내국인

구축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로 대구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자녀가 입학할 수 있음. 그러나 내국인 학생의

학생비율 증대 노력

비율이 너무 높다는데 대하여, 국제학교에

(경제통상국장)

재학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의 위화감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더
많이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대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학교수영장의 설치 목적은 학생교육과

학교수영장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데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있음. 하지만

수영장 설치 목적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학교수영장 운영 실태를 보면 학교수영장

교육과정상이 체육시간, 방과후 수영교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운영이 정말 참담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연계한 수영교실 등 학생들의 수영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초

교육당국은 학교수영장 시설만 설치해 놓고, 그

체력과 수영기능 향사에 주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

후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성은
아예 배제하고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일방으로 행정을 하고 있음. 교육감님의
향후 개선의지는 어떠한가?

시간외에는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수영장 시설 유지 관리와 운영에 자율성을 배제하고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일방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개선 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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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운영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시 “협상에 의한

남정달
의원

계약”,“지역, 실적을 제한한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여
감사지적 및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제도개선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입찰 업무매뉴얼을 보급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학교 수영장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시 공고문에 관련규정외
해당 학교의 수영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보험가입 이행계획, 시설 및 수질관리계획, 수영체험학습
운영계획 등” 사용허가 운영 조건을 명시하여 보다 적합한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학교수영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수영장을
위해 매년 수익금으로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수영장
특성상 습기 및 염소 등으로 인해 건축마감재·전기설비와
기계설비 등이 다른 용도의 시설물보다 노후가 빨리
진행되므로 적정 시기가 도래되면 전반적인 개보수가 되도록
점검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음.
(교육감)

김경식
의원

서구는 공원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타 지역에

이현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구민운동장은

이현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0년

노후되고 협소한 사정임. 근린공원인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미 반영 하였음. 향후

이현공원을 체 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임. 시설건립비

변경을 통해 제약 요건을 해소하여, 구민운동

지원과 관련하여서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장 확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줄
의향은 없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설건립을 위하여 약 2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구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비요청 협조와
더불어 시비(3억)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문화체육관광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현공원이 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반영될
경우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 국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시비 지원
규모도 검토하겠음.
(환경녹지국장)

계기를 마련해 줄 의향은 없는가?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교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손씻기, 양치 등 개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위생청결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겨울철에도 깨끗하게 손을

양치질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씻을 수 있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를

있음. 학생들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손을 씻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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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의원

양치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교육청에서도 화장실 온수공급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필요한데, 각급학교 온수시설 설치 현황을

추진한 신ㆍ증ㆍ개축학교, 리모델링, 그린스쿨학교,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 임. 학교 화장실에

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화장실대수선공사 추진 시 온수시설을

온수시설이 확충됨으로서 겨울철 물이 차가워

설치하고 있음. 건강 지킴이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손을 씻지 않던 학생들도 손을 깨끗이 씻는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 지킴이실의 확대 운영 또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 록,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화장실 온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또한 시범 운영 기간동안
동절기에는 온수가 공급되는 화장실, 식당 등 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음.
(교육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사교육비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사교육비 증가, 토요

증가, 토요 프로그램 부실, 홀로 남겨지는

프로그램 부실, 우려가 있음.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학생들의 돌봄 문제 등 우려가 있음.

위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토요 프로그램

교육청에서는 토요일이 교육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개발과 사교육이 팽창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증가 우려 및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제고를 위해 교과 30개, 창의·인성 31개, 가끔 등교생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맞벌이 부부나

특별프로그램 28개, 인근학교 연계형 18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지원 대책, 학교교육의

구성된 ‘꿈과 행복찾기 토요프로젝트’ 107 운영 사례집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이 팽창하지 않도록

개발 보급하였으며,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일반화와

할 방안은 무엇인가?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1월에
7,884명(44%)의 교원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토요프로그램 운영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수준 제고를 지도하였음. 사교육 흡수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3월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지도하는 등 사교육흡수
및 창의성·협동심을 배우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토요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홀로 남겨지는 학생들의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교육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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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辯要旨(答辯者)
현재 토요돌봄교실을 205교 운영(돌봄교실 설치교 203교
및 기타 교실을 활용 2개교)하고 있으며, 교실부족 등 학교
여건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5개교도 도서실, 특별실
등을 활용하여 전학교에서 계층 구분 없이 희망자 누구나
참여하는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당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3억 7500만원을 취약계층 수강료
및 강사료 보전에 지원하며(프로그램당 25만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하여 디베이트, 토요스포츠 등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연계 기관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50개 기관에 528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학교밖 연계기관에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30개 연계기관
129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하여 디베이트, 토요스포츠 등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연계 기관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하겠음.
무엇보다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므로
3월초 상담활동과 학부모 전화면담 등 매주 월요일 1교시 ‘나의
토요일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학기 초 생활지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였으며, 교육감 서한문과 단위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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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환
의원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의 원인과 대책,

중학생 자살 사태의 원인: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을 이겨낼 수

책임소재는?

있는 소통 부재 상황
재발방지: 해당중 전학생대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검사 실시,
고위험군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심리치료 진행
책임 소재: 학 교 장 → 정 직 1 월 , 교 감 , 생 활 지 도 부 장 ,
담임교사→견책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방법 강구할

교사의 학생 체벌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우리 근대교육의

방안은?

부끄러운 잔재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해 체벌 대체 지도방법인
상벌점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왔으며, 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해 상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3년
내에 모든 상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5000명의 교사에게
60시간 이상의 상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올해에는 1,2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담 연수는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태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체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실문화 개선과 사제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임.

교육청의 폭력예방정책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 컨설팅 팀 구성: 학생-학생뿐만 아니라,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교사-학생 간의 폭력 사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대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 폭력에서 자유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학력위주의 정책을 시행한 탓에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였고,그
결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잔인해졌다. 급기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설명회 개최, MOU 체결, 가두캠페인 등 많은 노력
학력과 인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폐지하였음
전통 개념의 가족제도 해체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 증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등 사회의 관심 절실히 필요함
‘피해자가 폭력이라 느끼는 모든 것은 학교 폭력’이라는 폭력
개념의 확대로 인해 학교폭력의 수치가 증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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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들이 학생 간의 사소한 학교 폭력에도 깊은 관심을

장식환

나타내고 있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의원

청소년단체와 종교단체의 지도사 대상 연수: 장기적, 범사회적
건강한 청소년 지원 노력
지난 해 연말 학생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 4개월 동안 정책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음. 이른 시간 내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음
(교육감)
박돈규
의원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06. 1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대책 강구

신규진입 억제 추진 계획」 수립, ’07. 7월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 및 4차순환선내·준주거지역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등 타 시·도 보다 앞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지역기여도 조사는 ’07년부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7개분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오다가, ’10년부터
백화점·쇼핑센터·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전체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장실사를 추진하여 언론에
공표하고 있음.
지역생산제품 매입, 지역업체 용역발주, 지역금융이용,
영업이익 사회환원 부분 등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향후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인간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10억원을 기부 받아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인에게 융자를 해주는 방안과 새로이 진출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법인화를 적극 추진
(시장)

유통대기업의 SSM 편법 진출에 대한 방안은?

현재 지역에 입점한 SSM 업체수는 48개이며, 신규진입 억제를
위해 ’11년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 신규입점 등록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12년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장보고 식자재마트」의 경우 확인결과 아직 개인사업자이며,
대기업유통업체 인수 시에는 SSM 등록거부 및 사업조정 등
강력히 입점을 저지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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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규

또한, 「배추벌레 식자재마트」의 경우 대상그룹인

의원

대상홀딩스의 자회사로 확인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포함되지 않아 SSM 등록대상이
아니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중임.
우리 시는 SSM 입점저지를 위해 관련 규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고, 사업조정제도 활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조정, 기습입점 방지를 위해 SSM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수호를 위한 제안
관련 견해는?

- 상생발전기금 조성,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방법인 설립,
유통상생 T/F팀 설치하자는 제안은 훌륭한 제안이라
생각함.
-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매년 상생발전기금(’12년 10억원)을
받아 소상인들에게 100억원 정도의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에 입점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역법인화를 권장·유도할 계획으로 현재 입점예정인
신세계백화점도 지역 법인화를 위해 노력중임.
- 유통상생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허가 및
등록권한이 구·군에 있으므로 구·군 부서간 유통TF팀
구성을 권장하고, 시에서는 정책적인 사항들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경제부시장)

신현자
의원

<서면 질문>

<서면 답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

1. 현재 주민 발의된 조례안(내용전반)에 대한 입장

조례 청구자 대표 은재식 등 유효서 명자

가. 초,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경비부담)에 대하여

25,154명이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조례안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청구하여 동
조례안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이에 우리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사례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교육청은 현 단계에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있음.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까지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40%까지 연차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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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자
의원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로서

우리교육청의 201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조 2,399억원으로

교육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첫째, 현재

인건비 등 고정사업비 1조 7,521억원(78.2%), 급식비, 학비

주민 발의된 조례안(내용전반)에 대한 입장은?

등 학생들에게 꼭 지원해야 할 예산 1,912억원(8.5%)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966억원(13.3%)이며,
급식관련 예산은 수익자 부담 급식비 지원에 477억원,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34억원, 인건비를 비롯한
급식부대 경비로 426억원(인건비 296억원, 연료비 30억원,
급식시설개선비 100억원) 등 학교급식을 위해 총 93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가 소요비용이 769억원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하여 교육청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보건체육활동 등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 뿐 만 아니라,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학생복지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우리교육청 재정 여건 상 무상급식 총 경비의 40%이상
부담하기 곤란하며,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대구시와
구·군의 소요예산 부담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급식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의무급식이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학교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부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4.24)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므로 재정분담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대하여
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유통·공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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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신현자
의원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구시와
협의하겠음.
둘째,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향후

우리교육청의 201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각급학교

계획 또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람.

전체 학생의 11.2%였으며, 2010. 8월「대구교육의 방향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로 2014년까지 전체학생의 40%까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3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교육청에서 전체 소요예산의
40% 정도 확보하고, 대구시 및 구·군과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시 및 구·군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급식 지원 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급식비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비, 인터넷통신비와 방과후 자유 수강권 지원 등 교육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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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의원

대구시 상설마술극장 설립과 시립마술단

마술은 과학적 현상을 물리적·시각적 트릭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불가사의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있음. 세계적으로 유명한‘태양의 서커스단’은 이러한
마술과 서커스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내어 성공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마술공연은
빠른 대중화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마술공연이 뮤지컬이나 연극 등 다른 공연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한국마술협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는 20여명의 전문마술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의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특희,
마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구도심골목
투어에 어울리는 공연콘텐츠로 개발하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우리 지역의 공연시설은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적인 창작 및 공연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공연장이 집적된 ‘소극장 콤플렉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의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술을 비롯한 중·소규모의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전문 상설극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창단에 대하여?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마술을 비롯한 그림자공연, 코미디, 토크쇼, 마임
등의 전문화된 공연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선점의 효과도 기대됨.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7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94명에 현원 361명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결원 133명의 추가채용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또한
음악계에서는 관악단과 국극단, 미술계에서는 미술단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가 곤란함. 이러한 상황에서
시립마술단 창단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과제라고
생각함. 특히,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창조성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진 마술공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 소극장을 통해
관객들의 관심과 여론을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우리 시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립마술단 창단문제는 향후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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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의원

음식산업도 문화의 글로벌화와 시장의 다변화

「친환경 농업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사업에 26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에 기술개발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바우처 교육 외 2개 과정 120명을 교육시켜
농촌의 선도적 지도자로 육성하고 있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외
6개 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대구국제식품산업전,
각종 전시 판매행사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음. 금년 7월에 동구 검사동에 친환경농산물 소셜몰 및
전문판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음.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07년에 대구에서만 맛 볼 수 있는 10가지 음식을 대구10미
(味)로 정하고, ’09년부터 동인동찜갈비와 따로국밥을
대표음식으로 정하여 특성화를 추진해 왔음. 대구10미(味)는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최근 미식가 단체에서 대구10미(味)를 재구성한 정찬메뉴를
개발하여 시식회를 여는 등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대구음식의
업그레이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
대구육개장 스토리텔링 등의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구인근의
농산물로 지역특성과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향토글로벌 정찬음식 개발을 추진하겠음. 이 정찬 음식이
품격있는 지역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도록 전문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음식박람회를 통한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음식을 개발하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음식으로 디자인하여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대구음식 홈페이지와 파워블로거 식객단, 서울역사, 지하철,
택시 등 효과가 높은 매체홍보와 국내외 유명도시 박람회
참여 등 대구음식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음.

추세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대구시도 대구만의
장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향토음식의
고급화·특성화를 통한 정찬화된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할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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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외식업계와 전문가 단체와의 정보교류, 외식경영자 최고과정,

윤성아
의원

워크숍 등 민간 역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올해부터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구음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 소셜미디어단을 초청한 맛집투어와 전통다도 체험을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외국인 교수 등 중산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대구 외국인 한식문화 알리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중화권 등 외국인들이 음식점 이용이 편리하도록
좌석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유도, 외국어 옥외메뉴 표시와
업소별 맞춤형 친절교육 등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음.
(시장)
지역의 음식관련 전문가들이 많고, 조리관련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정부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됨에도 대구시의

정책과 연관되는 타당성 있는 인프라 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식품관련 예산배분이 너무 인색하므로 이들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할

- 20여개의 조리관련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젊은

수 있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식품관련 부서는 지도·단속

필요한 정책개발에 학계와 업계의 힘을 모아가겠음.

사무 위주로 업무추진이 이루지고 있어서
정책연구·개발업무가 부족하므로 부서사무의

지금까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재검토, 인력 재배분과 정책연구인력 등 기능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에 집중하였으나,

보강할 의향은?

식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09년 보건위생에서 식품안전과를
분리하고 식품산업담당조직을 신설하였음. 식품산업 발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능보강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 등 기능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사회복지여성국장)

396 I 대구광역시의회

ध߹߃ޚ
제20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윤성아
의원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매일 시료 농산물의 부적합 판정은 접수에서 7시간 정도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소요됨에 따라 신선도를 우선시 하는 농산물은 판정 결과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물질을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소매가 이루어져 부적합 농산물의 전량

분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통보하여 사후

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조치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주1회 오전6시 경매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130종에

위한 검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6시간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으로

검사인력 확충과 장비 확보를 통한 검사체계를

통보하고 있으며, 부적합 과일류는 수거·폐기 등 행정조치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치하기 바람.

수입 한약재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산 한약재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검사하고 있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올해 자체적으로 유통 한약재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수산물검사소 조직을 신설하여
농수산물검사소장 1명과 현장 검사인력 1명으로 검사소 설치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리모델링 예산과 추가인력를
확보하여 조속히 현장 검사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음.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토록 조치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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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윤성아
의원

주민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우리교육청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향후

학생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획에 대해 의사를 표명해 주기 바람.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40%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또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 재정 여건 상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자치단체의 소요예산 부담 등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구광역시에서는 재정여건 상 무상급식 소요액 분담 여력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부동의”하였고,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추가 소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분담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급식비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과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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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현황
계
접수

처리

85

85

청
처리중

접수

원

진정민원

처리

처리중

접수

처리

55

55

기타(인터넷건의 등)
처리중

접수

처리

30

30

처리중

의회 방청 및 참관 현황
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3,978

3,647

107

224

국제교류 협력(2011년도)
방문국

기간

인원

내 용

중국

8. 12 ~ 8. 14

3

중국 칭다오 맥주축제 대표단 참석

싱가폴

9. 30 ~ 10. 4

5

의료 및 문화관광산업 현지견학

카자흐스탄

10. 18 ~ 10. 22

3

자매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의 날 대표단 참석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10. 30 ~ 11. 6

1

2011 대구·경북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12개사) 수출상담 활동 지원

일본

11. 7 ~ 11. 9

1

일본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 등 방문으로 舊 KT＆G 별
관 창고의 문화창조 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 자
료 수집

말레이시아,
싱가폴

12. 26 ~ 12. 30

1

우수 IT 클러스타인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및 싱가폴
바이오폴리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대구 IT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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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협력(2012년도)
방문국

기간

인원

내 용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1. 26 ~ 2. 2

8

다문화권 국가 현장 연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
생교육 발전 방안 등 모색

중국

1. 30 ~ 2. 3

6

대구 메디시티 홍보 및 중국의 관광산업, 관광문화 정책 벤
치마킹

태국, 라오스

2. 20 ~ 2. 27

9

새마을운동 보급 및 개발협력모델 추진을 위한 사전 실태파
악 및 방문국의 치수, 도시공원 관리 방안 모색

프랑스

3. 14 ~ 3. 17

1

제6차 세계물포럼 대표단 참석

일본

3. 21 ~ 3. 23

2

파크골프의 발상지인 일본을 방문하여 파크골프 인프라 구
축 및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2011.7 ~ 2012.6)
접

수

구 분

처리완료

처리중

121

184

43

15

15

24

6

140

65

75

109

31

자료조사

17

10

7

15

2

기 타

40

16

24

36

4

소계

2011년

2012년

계

227

106

입법연구

30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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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관련 자료 발간
● 입법정책 이슈브리핑 발간
- 일정 : 2010. 1월부터 매월
- 내용 : 입법정책의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이슈의 제공
- 부수 : 75부/10절

토론회·세미나 등 연찬활동
● 시정 현안과 관련된 의원 연찬활동 지원
●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 추진실적(2011년)
-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7. 8, 대구광역시의회)
-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10. 6, 대구광역시의회)
- 학교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10. 25, 대구광역시의회)
☞ 추진실적(2012년)
-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1. 3, 대구광역시의회)
-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시민의견청취회
(6. 11, 대구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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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구활동(공부모임) 적극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

●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장소 및 시설 준비, 공무원 등에 대한 참여 홍보
- 연찬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유도
☞ 추진실적(‘11.7 ~ ’12.6월)

※ '11. 7 ~ '12. 6월 개최 현황
년도

모임명

회원수
(회장)

연구 목적

추

진

실

적

12명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해용)

•학교 급식의 질 확보 방안(‘11.10.13)
•자살위기 극복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12.1.12)

9명
•정책의회 구현
(권기일) •선진의회 구현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개정(‘11.9.6)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단과 개선방안 (‘11.10.24)
•동대구역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
(‘12.5.14)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12.5.21)

구심포럼

24명
•의정활동강화
(이재녕) •개인별 전문성 확보

•Post 2011 삽살개 활용방안(‘11.10.20)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물산업 육성방안(‘11.12.22)
•도심 재생 및 도시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
(‘12.5.21)

선진교육
발전포럼

10명
•교육정책개발
(장식환) •교육발전방향 제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 (‘11.11.10)
•학교폭력 근절 및 자살예방(‘12.1.16)

동인포럼

희망과
미래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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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대구광역시의회는 2012. 6. 28 ~ 6. 29(2일간)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선거결과
- 의장단
•의 장 : 이재술
•부의장 : 도재준
•부의장 : 송세달

- 상임위원장
•운 영 위 원 장 : 박상태
•행정자치위원장 : 김원구
•문화복지위원장 : 이재녕
•경제교통위원장 : 권기일
•건설환경위원장 : 강재형
•교 육 위 원 장 :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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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조길방가옥 (達城趙吉芳家屋)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00호
명 칭 달성조길방가옥 (達城趙吉芳家屋)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4.12.24
소 재 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 (정대1리)
시 대 조선시대

조길방 가옥은 해발 450m 정도의 높은 산간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6호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다.
원래 대구 동촌비행장 근처에 살고 있다가 9대조 광국(光國) 대에 가화(家禍)를 당하여 홀로 이곳으로 들어와 정착
하였다고 한다. 안채는 정착 당시인 1784년경에 건립하였으며, 사랑채는 1925년경 확장하고 아래채는 1955년경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었다.
안채는 높은 축대 위에 앉아 있고 그 앞의 낮은 마당 좌우에 각각 아래채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있다. 사랑채 뒤편
건물은 헛간채이다. 안채는 남부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평면구성으로 좌로부터 부엌·큰방·대청·건넌
방 순으로 놓여 있다. 대청에서 큰방과 건넌방으로 통하는 키 작은 문과 큰방 앞의 앙증맞은 문은 드나들기가 어려
울 정도의 작은 문이다. 이들 문은 상류주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초가의 전형적인 창호로 옛 모습을 잘 간직한 것
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1칸 헛간과 2칸통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채는 좌로부터 방앗간·곳간·온돌방·
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옥은 흔치 않은 오래된 조선시대의 귀한 초가로 안채 평면구성은 남부지방 서민주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질박한 초가의 참 모습을 읽게 하는 안채의 작은 창호가 눈길을 끈다.

404 I 대구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장

의

원

송세달

●위 원

의

원

김대성

의

원

김원구

의

원

배지숙

의

원

오철환

의

원

홍창호

의

원

김규학

의정담당관

이백희

운영전문위원

손명락

議會報
인 쇄:
발 행:
편 집:
발행처 :

第14輯

2012년 7월
2012년 7월
대구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053)803-5054 팩스:053)803-5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