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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시민에 다가가고
신뢰받는 의회를 기대하며...
『의회보 제11집』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글을 주신 각계 인사와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여론의 역동적인 분출과 참여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고, 한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정도로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직 연륜이 짧다 보니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미비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연륜이 쌓인다면 이 땅에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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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에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의원 스스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 활동 성과
가 고스란히 담긴『의회보 제11집』
발간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

경

훈

발간사 I

5

축

사
「議會報」11집발간을축하드리며

제5대 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펼친 의정 활동성
과를 모아「議會報」
제11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26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는 주력산업 쇠퇴로 인한 성장동력 부재와 정부
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
되었으나, 2007년에는 시의회와 시정부 및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어「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되어‘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K-2공군기지 이전, 2011 세계육
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꿈과 희망인「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희망의 도시, 인류 대구」
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
「議會報」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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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일

「의회보」11집발간을축하하며
「정책의회, 신뢰받는 의회」
를 기치로 개원한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성과와 방향을 담은
「議會報」
제11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議會報」
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의원
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열정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지역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다할 것
임을 믿어마지 않으며, 이처럼 바쁜 의정 활동에 헌신해 오시는 가
운데도 항상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경
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은 평소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 학생들이 2008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영역별 1등급 점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금메달, 전국특수교육정
보화대회 최우수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우리
교육청의 주요사업인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이‘희망 2007 이웃사
랑 유공기관’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 영역에서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어 전년도보다 교육수요자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교육 지표인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
을 구현하기 위해‘2015 대구
교육, OECD 상위권으로!’
를 비전으로 정하여 대구교육이 세계 속
의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의성 교육, 독서·글쓰기 교
육, 인성교육, 학습 및 교육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예절 및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미소, 칭찬, 배려’등의“스마일 대구 3운동”전개를 통한 친절 이미지 제고로『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
습니다. 대구교육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일류 대구교육이 되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과
「議會報」
제11집 발간을 거듭 축하하며, 대구
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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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축 시 I

이구락

이 땅에 대구만한 복지福地가 어디 있으랴

신천이 금호강 만나 가만히 몸 섞는 무태쯤 나가, 오늘도

태백산맥이 내달리다 다시 서쪽으로

대구 십경十景의 마지막‘침산낙조’를 바라보자

팔공산 병풍처럼 펼쳐 북풍 막아주는 곳,

왼쪽으론 갈대숲 너머 수구水口막이 침산砧山이 지켜보고

비슬산 대덕산으로 다시 남풍까지 막아

오른쪽으론 팔공산이 슬그머니 다가와

나팔 모양의 드넓은 분지 펼쳐 놓은 곳,

함께 발 담그고 있으리라

그 사이 신천과 금호강 만나 다시 낙동강으로 흐르며

온종일 대구를 달구던 태양도 붉게 익어

달구벌의 젖줄이 되고, 그 기슭에서

오래 낙동강 위에 걸려있으리라

마음 더운 이들이 까마득한 선사시대부터 터 잡고

이때쯤이면 신천도 하루 일 끝내고 낙동강까지 흘러가

늘 이웃보다 환한 삶 꾸려온 곳

어깨힘 풀고 비로소 온몸 내맡기며 노을에 젖으리라

이 땅에 대구만한 길지吉地가 어디 있으랴

대구 사람들이여, 우리도 저 신천처럼

유사 이래 큰 싸움 늘 비켜가는 곳

일과가 끝난 고단한 저녁 식탁에 앉아

해마다 닥치는 홍수와 가뭄조차 늘 피해가는 곳,

낮게 깔리는 산조散調 한 소절에 젖다가

하지만 사람 사는 동네가 어찌 조용할 수만 있느냐는 듯

잠들기 전 크게 소리 내어 시 한 편을 읊조리자

일찍이 왕건으로 하여금 공산전투를 치르게 하였고

그리하여 시장님도 시의회 의장님도 구청장님도

어린 학생들이 2·28의거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고

명예시인名譽詩人이 되는 도시,

지하철사고로 스스로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지만,

칠성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동성로 걸어가는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로 단련된

셀러리맨도 퀵서비스센터 오토바이 청년도

대구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을 어쩌진 못하였다

무명시인無名詩人이 되는 도시, 아 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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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구 사람들이여, 우리도 저 금호강처럼
하루에 한번 팔공산을 바라보자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꿈꾸던 사랑은, 그리하여
신천의 새벽안개 속에 이슬방울로 맺혀 소곤거리다
아침 햇살에 사방으로 번지는 향기가 되리라
그 향기, 문화로 교육으로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아, 대구여 대구 사람들이여
하루에 한 번씩 대구를 노래하자
참았던 그리움으로 대구를 노래하자

이구락
1950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1979년「현대문학」
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서쪽 마을의 불빛」
「그 해 가을」등이 있으며, <대구시인
협회상>을 수상했다. 현재 대구시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축시I

9

본회의

남명초등학교생 의회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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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재창조를 위한 세미나

K-2공군기지 이전대책 마련 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11

대구시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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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회 세미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13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지역 자원봉사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 수도권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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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찬회

한·유럽차세대지도자단 예방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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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 활동

운영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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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

대구스타디움 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17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

원화여고 급식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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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한일합섬 화재현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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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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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심사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21

기타특별위원회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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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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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2008년 6월 30일 현재)
성

명

柳

圭

夏

선거구명

생년월일

1956. 6. 12

주

소

전

화

중구 동인동3가 192-98
사:254-5955 자:254-3802
kyuhdongil@yahoo.co.kr
http://ryukyuha.com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소속정당

중구 1
한나라당
FAX:253-0150

대건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중구의회 의장
중구약사회 회장
대구광역시 체육회 부회장(현)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전국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현)

宋

世

達

선거구명

중구 2
1963. 5. 28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중구 남산동 보성황실 109동 1701호
사:257-3430 자:257-6353 FAX:257-6353
ssdalno1@hanmail.net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영남이공대학 겸임교수(현)
한국 LP가스협회 감사(현)
대구광역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지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현)

李

潤

遠

선거구명

동구 1
1944. 7. 22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동구 신암동 622 보성A. 2동 501호
사:803-5065 자:959-3326 FAX:803-5134
yoonwlee@hanmail.net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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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 대건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중퇴
동구청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국채보상기념사업회 이사
신암중학교 운영위원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개발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權

奇

一

선거구명

동구 2
1964. 11. 5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동구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108동 1310호
사:428-2646 자:428-2646 FAX: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삼덕초등학교, 사대부속중, 덕원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 졸업
제16, 17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지방자치연대 대구본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개발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鄭

海

容

선거구명

동구 3
1971. 5. 27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2차 101동 907호
사:803-5036 자:983-7184 FAX:803-5132
80talk@naver.com
http://blog.naver.com.80talk
영천 북안초등학교, 영안중, 경주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국회정책연구위원(4급 상당)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TF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직능부장, 조직부장
민주자유당(한나라당) 공채4기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현)

都

在

俊

선거구명

생년월일

1950. 12. 5

주

소

전

화

동구 각산동 377-15
사:962-0131 자:962-0541
kf1922@daum.net

E-mail

소속정당

동구 4
한나라당
FAX:961-0133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3대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동구장애인지회 운영위원장 및 고문
반야월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및 고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반야월새마을금고 이사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현)
의원 프로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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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2008년 6월 30일 현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金

義

植

선거구명

서구 1
한나라당
서구 내당동 11-8 황제맨션 105동 1506호
사:562-5555 자:558-2228 FAX:562-0445
kaya1139@yahoo.co.kr
http://newthink1004.com

1955. 6. 29

소속정당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서부교육청 행정자문위원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운영부위원장(현)
해병대서구전우회(3,6대 회장)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신흥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현)

羅

鍾

基

선거구명

생년월일

1965. 7. 16

주

소

전

화

서구 평리동 1086-18
사:803-5062 자:566-3800
dawoo2163@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서구 2
무소속
FAX:803-5132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영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구 새마을 문고 지회장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 스포츠단 단장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홍보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서구 부지부장
경진종합건설주식회사 CEO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徐

重

鉉

선거구명

서구 2
1951. 9. 14
소 속 정 당 무소속
서구 평리동 1083-2 서신아파트 3동 503호
사:553-1335 자:552-3141 FAX:553-1335
sjh-425@hanmail.net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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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초등학교, 경북대사대부속중·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수료
제13,14,15,16,17대 국회의원 출마
제1,3,4대 서구청장 출마
대구경제살리기 운동본부장
서구 재개발추진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2008. 4. 15사직)

Councilors Profile

성

명

丁

奎

龍

선거구명

생년월일

1946. 3. 16

주

소

전

화

남구 봉덕동 1195-5
사:803-5064 자:471-4932
jjj-0316@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남구 1
한나라당
FAX:471-8200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생회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A.M.P동창회 자문위원
국제3700지구 수성로타리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고문
제4대 남구의회 의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車

英

祚

선거구명

남구 2
한나라당
남구 대명동 2680-17 보성청록타운 101동 811호
사:803-5092 자:767-5179 FAX:803-5134
gooddaegu@hanmail.net

1946. 6. 14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동인초등학교, 대구중, 대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 졸업
대구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 하천(방재) 담당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장
대구시 중구 도시국 건설과장
(주)신동개발 본부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張

景

勳

선거구명

북구 1
한나라당

생년월일

1945. 8. 3

주

소

전

화

북구 칠성1가 276-179
사:424-2932 자:424-4329 FAX:425-1651
KHJ4583@yahoo.co.kr
http://www.cyworld.com/okbukgu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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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프로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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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로필 (2008년 6월 30일 현재)
성

명

梁

明

模

선거구명

생년월일

1959. 5. 19

주

소

전

화

북구 산격동 1237-1
사:942-5251 자:942-5251
2myang@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북구 2
한나라당
FAX:942-5275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오성고·영남대학교 약대·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졸업
대구북구약사회장
대구시 약사회 대외협력·연수원장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이사
오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李

在

術

선거구명

생년월일

1961. 4. 29

주

소

전

화

북구 서변동 1057
사:951-1424 자:951-1424
jsLee1424@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북구 3
한나라당
FAX:951-1042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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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초등학교·협성중·능인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대, 3대 의원
새마을문고 중앙회 북구지회장
대구광역시의회 4대, 5대 의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현)

金

忠

煥

선거구명

북구 4
1961. 9. 8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북구 읍내동 1351-2 칠곡럭키 104동 404호
사:325-0001 자:325-0001 FAX:
bukdaegu@paran.com
www.북구김충환.com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졸업
제2대 북구의원
대구과학대 겸임교수
매천로 무료화 범주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鄭

順

天

선거구명

수성구 1
한나라당
수성구 황금동 113 경남타운 8동 201호
사:803-5075 자:751-8018 FAX:803-5132
cs0920@paran.com
www.js1000.co.kr

1961. 2. 2

소속정당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법무부 범죄예방 대구·경북협의회 보호관찰분과 부위원장(현)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관장(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현)
전석장애인 스포츠센터 소장(현)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현), 대구시청 휠체어농구단 단장(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金

大

玹

선거구명

수성구 2
한나라당
수성구 사월동 325 시지푸르지오 104동 1903호
사:803-5096 자:793-7678 FAX:803-5132
suseong2020@hanmail.net

1971. 4. 6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효목초등학교, 경신중, 경신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국회의원 김만제 보좌관
한나라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
수성문화원 자문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金

德

蘭

선거구명

생년월일

1960. 6. 26

주

소

전

화

수성구 두산동 202-14
사:803-5060 자:764-6658
kdl60@hanmail.net
http://www.kdl.pe.kr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

수성구 3
한나라당
FAX: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구지방법원 근무
한나라당 대구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현)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이사(현)
법무사(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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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李

東

熙

선거구명

수성구 4
한나라당
수성구 지산동 1270 지산청구 103동 1601호
사:781-3369 자:783-0927 FAX:745-0600
dkldh@chol.com
http://www.leedonghee.or.kr

1953. 9. 30

소속정당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한지적측량협회 고문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이사
수성중학교 운영위원장
대구과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현)

朴

敦

圭

선거구명

달서구 1
한나라당
달서구 용산동 935(용산서로 9번) 세광그린빌 201동 1802호
사:803-5034 자:521-2105
FAX:803-5134
21cpdk@hanmail.net

1953. 9. 13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경북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효성그룹 기획·관리·판매부 부장(20년)
16대, 17대 국회의원보좌관
달서구의회 운영·사회도시위원, 복지환경위원장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0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운영위원(현)

都

二

煥

선거구명

생년월일

1958. 1. 29

주

소

전

화

달서구 신당동 1743-5
사:585-8585 자:582-6682
rokmc6682@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달서구 2
한나라당
FAX:586-6682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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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이사
달서구의회 2,3,4대 의원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달서갑 지구당 부위원장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간사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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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朴

富

姬

선거구명

달서구 3
한나라당
달서구 월성동 1551 코오롱하늘채 203동 406호
사:803-5063 자:642-7119 FAX:
bbh215@hanmail.net

1961. 2. 15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순심여자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해봉 정책특보
대구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崔

文

贊

선거구명

달서구 4
한나라당
달서구 도원동 1438 사계절타운 311동 1705호
사:633-3560 자:632-1365 FAX:639-4973
cmc13@chol.com
http://cmc2006.co.kr

1952. 5. 2

소속정당

한국외대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달서구의회 3대 전반기 운영위원장,후반기부의장
대구전통문화협회 이사장,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제4대 전반기 건설환경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池

龍

星

선거구명

달서구 5
1948. 6. 1
소 속 정 당 한나라당
달서구 감삼동 521 우방드림시티 109동 2505호
사:621-1500 자:284-9966 FAX:
jiys48@hanmail.net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학과 졸업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창회장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한나라당 정책개발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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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柳

柄

魯

선거구명

달서구 6
한나라당
달서구 본리동 306-5 그리심 빌딩 502호
사:522-5661 자:553-8001 FAX:427-6552
bnryu8001@hanmail.net

1955. 5. 16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초대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부의장
제3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실업대책 특별위원장
제3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산업교통) 위원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현)

田

聖

培

선거구명

생년월일

1963. 5. 25

주

소

전

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910
사:803-5061 자:632-0702
2007jsb@hanmail.net

E-mail

소속정당

달성군 1
한나라당
FAX:803-5132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성광고등학교,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달성군 이장협의회 회장
달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이사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사무국장, 부지부장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현)

金

永

植

선거구명

생년월일

1957. 6. 3

주

소

전

화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149
사:615-2260 자:615-2260
kys3301@naver.com

E-mail

소속정당

달성군 2
한나라당
FAX:617-3900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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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고,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영남대 대학원 졸업
달성자치신문 대표
달성공단예비군연대 중대장
달성군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달성지구 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회장
제2대 달성군의회 의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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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兪

英

恩

선거구명

비례대표
한나라당
수성구 황금동 99-1 태왕아너스 101동 905호
사:803-5073 자:752-0253 FAX:653-2646
smphm513@hanmail.net

1948. 5. 13

소속정당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경북여자고등학교, 효성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계명대학교 특수대학원(사회복지) 졸업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 수료
대구 YWCA 이사
자연보호 중앙연맹 부총재(현)
한나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현)

李

敬

鎬

선거구명

비례대표
한나라당
수성구 범물동 1336 한라맨션 102동 306호
사:813-6162 자:215-1460 FAX:816-4737
leegh61@yahoo.co.kr
www.leegh.co.kr

1961. 5. 1

소속정당

대구대학교 화학과, 필리핀국립대 약대(N.U) 졸업
경북대학교 농업기술대학원(환경화학) 중퇴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1기 수료
부산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
한국일보 대구,경북 편집위원(전)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대구시당 대변인(현)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현)

朴

貞

姬

선거구명

비례대표
1941. 2. 14
소 속 정 당 민주당
달서구 이곡동 1192 우방타운 101동 602호
사:582-2275 자:581-1719
FAX:803-5134
pjhee0214@hanmail.net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대구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구시회장(현)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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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구 현황

선거구

의원명

1

류 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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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 세 달

성내2~3동, 대신동, 남산2~4동

1

이 윤 원

신암1~5동

2

권 기 일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

3

정 해 용

도평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4

도 재 준

해안동, 안심1~2동, 안심3·4동

1

김 의 식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6동, 상중이동

2

나 종 기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1

정 규 용

이천동, 봉덕1~3동, 대명2동, 대명5동

2

차 영 조

대명1동, 대명3~4동, 대명6동,
대명9~11동

1

장 경 훈

고성동, 칠성동, 침산1~3동, 노원1·2동,
노원3동

2

양 명 모

산격1~4동, 대현1~2동

3

이 재 술

복현1~2동, 검단동, 무태동, 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4

김 충 환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관음동, 태전1동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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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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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의원명

1

정 순 천

범어1~4동, 만촌1동, 황금1~2동

2

김 대 현

만촌2~3동, 고산1~3동

3

김 덕 란

수성1가, 수성2·3가, 수성4가, 중동, 상동,
두산동

4

이 동 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1

박 돈 규

죽전동, 장기동, 용산1~2동

2

도 이 환

이곡1~2동, 신당동

3

박 부 희

월성1~2동, 진천동

4

최 문 찬

상인1~3동, 도원동

5

지 용 성

성당1~2동, 감삼동, 두류1~3동

6

류 병 노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1

전 성 배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2

김 영 식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유 영 은

한나라당

이 경 호

한나라당

박 정 희

민주당

수성구

선거구역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의원 선거구 현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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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혁 및 조직
연

혁

1952.
1956.
1960.
1961.

4. 25
8. 8
12. 19
5. 16

1991.
1991.
1992.
1993.
1995.
1995.

6. 20
7. 8
2. 20
7. 8
1.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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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95.
1996.

6. 27
7. 10
12. 30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41명 : 지역 37명, 비례 4명)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8.
1998.
2000.

6. 4
7. 2
7. 3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9명 : 지역 26명, 비례 3명)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2.
2002.
2004.

6. 13
7. 3
7. 2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7명 : 지역 24명, 비례 3명)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6.
2006.

5. 31
7. 4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시의원 29명 : 지역 26명, 비례 3명)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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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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연혁 및 조직

조

직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2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한 26
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포함하여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선
거로 당선(’
07. 4. 24)된 서중현의원이 사직(’
08. 4. 15)하고 나종기의원이 보
궐선거로 당선(’
08. 6. 4)되었다.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단 선출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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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의
장
장 경 훈
부 의 장
최 문 찬

부 의 장
김 충 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류규하

위원장 이재술

위원장 류병노

위원장 도이환

위원장 도재준

간

사 이경호 간

사 김덕란

간

사 송세달 간

사 권기일

간

사 김대현

위

원 김덕란 위

원 전성배

위

원 정해용 위

원 정순천

위

원 이경호

위

원 송세달 위

원 박부희

위

원 김의식 위

원 김영식

위

원 양명모

위

원 박돈규 위

원 나종기

위

원 박돈규 위

원 유영은

위

원 지용성

위

원 권기일 위

원 정규용

위

원 박정희 위

원 김충환

위

원 차영조

위

원 김대현 위

원 이윤원

위

원 이동희 위

원 류규하

위

원 최문찬

의회연혁 및 조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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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혁 및 조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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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소

관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7

감사관, 정책홍보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7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는 기관(교육청), 문화
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하철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7

환경녹지국, 도시주택본부,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의회연혁 및 조직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각종 특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구성회기

기 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제164회 2007. 12.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07.˜12. 11

권기일

정해용

박부희 정규용 송세달
정순천 김영식 김대현
지용성 김충환 서중현

2007. 12. 24
˜
2007. 12. 27

지용성

박부희

정규용 송세달 정해용
김영식 유영은 김대현
서중현

2008. 6. 24
제1차 정례회 2008.˜6. 26

정순천

정해용

이윤원 유영은 양명모
김의식 김덕란 이경호
김대현

2007. 1. 22
˜
2008. 2. 29

이동희

권기일

김덕란 김의식 정순천
김대현 이경호

2007. 9. 4
˜
2008. 3. 31

박돈규

박부희

서중현 송세달 김충환
김영식 이경호

2007. 9. 4
˜
2010. 6. 30

김의식

전성배

정규용 박정희 권기일
유영은 김대현 지용성
박돈규

2007. 10. 2
˜
2008. 6. 30

양명모

정해용

서중현 이윤원 박정희
권기일 정순천 이경호
김영식 정규용 송세달

2007. 12. 28
˜
2008. 6. 30

정규용

정해용

송세달 권기일 이경호

〃

〃

제165회
임시회
제170회

범안로민자도
로관련실태조
사특별위원회

제158회

성서홈플러스민
자사업관련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62회

2011세계육상
선수권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제162회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63회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지원관련
조사소위원회

제165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의회연혁 및 조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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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혁 및 조직
사무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91년 7월 8일 대구
직할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의회사무국 기구로는 사무국장 아래 3전문위원과 총무과 및 의사과를 두고 총무과에는
총무계, 자료계,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로 구성하여 출발하였다.
92년 1월 13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총무과와 의사과를 담당관제로 승격하고 전문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등 명칭과 직제를 조정하였다.
93년 8월 10일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두도록 직제가 개편
되었고, 95년 4월 11일 공보계가 신설됨으로써 사무처장 아래 2담당관, 5전문위원, 7계로
운영되었다.
98년 10월 9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합리적으로 조직구조를 조정하여 사무처장 아래
1담당관, 5전문위원, 4담당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의정담당관실에 입법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사무처장 아래 1담당관, 5전문위원,
5담당체계로 개편하였으며, 2007년 1월 8일 의원의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
지원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정책1, 2담당을 두고, 전문위원을
보강함으로써 현재 사무처장 아래 2담당관, 6전문위원, 6담당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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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권 기 일

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크게 의회 내 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동과 제도외적 활동인 지역구에서의 일상적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지방자치단
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제

지방의회의 의회내 활동은 조례 제·개
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검사 그리

반 갈등적 요소를 중재함은 물론, 소통의 통
로역할도 일정부분 요구되어지고 있다.

고 기타 각종 법령의 권한에 의
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을 제도적으로 정
립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 언론과 지방의회
의 발전은 불과분의 관계
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것
이다”

그러나 의정활동에서 지방

도 정치를 선언하면서 정당
과 국회의 소통의 통로 역
할을 무시하여 국가적 에
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현상
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의 정작 중요한 업무는 지
역 의정활동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탈 여의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처

지방의회의 업무가 확대일로에 있는 이 시

리하는 일정한 원칙과 틀에 의한 민원뿐만

점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아니라 지역의 환경오염, 치안 및 교육, 각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

종 기반시설의 확충 등 지면으로 일일이 나

되어 진다.

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42 I 제11집 의회보

의회연혁 및 조직
●●권 기 일
- 먼저 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전업성을 위해 후원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의원활동을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먼저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과 여론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전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

업성을 위해 후원회제도가 만들어져야

이 여론을 주도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

한다.

론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기에 지방의회가

- 의원활동을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보

모자라 보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

좌하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

이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정치의 역사는 16

져야 한다.

년 정도에 불과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
착오 속에서 서서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이

즉,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과 지방의회의 발전

고, 그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을 의미하므로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이다.

협조가 있어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

세방화라는 단어가 화두였던 적이 있다.
아직도 세방화는 지방이 가져야 할 중요한

그러나 지방의회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

방향성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에는 현재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시대적

의 중요한 토대임을 감안 했을 때, 언론이

사명감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

시대흐름상 과도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

이런 정치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언론과 지방의회가 하나의 목표인 지역의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기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 하고, 여론을 생성하기도 한다. 즉, 언론

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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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 지역의 글로벌 매력도를 높여야 김 대 현

의원

지난 연말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 지

고 그동안 국내규제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

정과 함께 큰 희망을 품고 무자년 새해를 맞

웠던 분야 등에서 외국자본들에 대한 규제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한 뿌

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리로서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보다는 각자의 비전에 따라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일이 많았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상
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경제자유구역
과 달리 공동목표를 지향
하는 지식창조형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대구가 글로벌 매력

“대구의 핵심역량을 연구
개발, 교육, 건강의료산
업, 문화산업 등에 두면
서 고부가가치의 3차 융
합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도가 높은 지식경제자유도시
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추진동력을 가지고 나아가
야 할 것인가?

첫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는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
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시·도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따라서 선진 경쟁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대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
하기 위해서 대구는 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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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적 발전의 큰 틀 속에서
대구의 비전을 수립하고, 30년 앞을 내
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지역 지도층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삼십년 후 소득
이 아주 높아졌을 때의 대구의 모습을 그려
가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

의회연혁 및 조직
●●김 대 현

대구발전을 위한 조건
- 세계적 발전의 큰 틀속에서 대구의 비전을 수립하고 30년앞을 내다보아야 함.
- 대구를 규제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함.
- 대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 대구가 네트워크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 콘텐츠에 성공전략을

로봇산업, 섬유 등의 핵심적인 첨단제조업

함께 담아내는 기획력과 비전제시가 성패의

기반은 강화하면서 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

그러면서 현재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사

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지역 지도층의

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대구의 핵

실용적인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심역량을 연구개발, 교육, 건강의료산업, 문
화산업 등에 두면서 고부가가치의 3차 융합

현재 대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
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까지 대구의 비전은 너무 복잡해서 시민들
에게 비주얼(visual)한 비전과 가치를 제공
하지 못 해 왔다. 그동안 대구는 교육과 문
화, 유통의 중심도시로서 생산도시라고 하
기보다는 소비도시이고,
지역총생산(GRDP)과 관계없이 대구의 1
인당 소비지출액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
다. 바로 인근에 구미, 포항, 영천, 경산, 청
도, 칠곡, 고령 등을 안고 있는 인구 400만
이상의 메트로폴리탄의 큰 도시이다. 사실
뉴욕이나 파리는 굴뚝 없이 세계경제의 심
장부, 세계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대구를 규제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
금을 감면해 주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구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과감
하게 규제를 풀고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
회지도자, 시민단체, 외국투자자, 기업인들
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대구시가 대폭 수
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의 산업기반을 무시하자

규제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모

는 것은 아니고, 주변도시에 생산과 제조 부

아놓고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문을 지원하고 대구가 경쟁력을 갖고 뻗어

우선 특구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각

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메카트로닉스,

구·군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특구를 만들

의원논단 I

45

의원

의원
논단

어서‘대구는 특구도시’
라는 위상정립을 하

이를 위해, 핵심 클러스트간의 네트워킹

고, 또한 그런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 더

구축을 통해 대구가 네트워크의 중심지, 네

나아가서는 대구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트워크의 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국제지식산업도시와 연계해서 결국은 글로

다. 물론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지역의

것이다.

경제가 기적처럼 금방 회복될 수는 없을 것
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 발전

셋째, 대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

을 위한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 지역경제
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보다

이다.
3년간만 분규와 파업이 없는 노사평

많은 수준 높은 국내외 기업과 인재를 유
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제자

화가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개
발하고, 대구에 가면 기업
가, 기술자, 기능인, 외국
인이 대우받고 대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우수한 세계시장의 고객
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구역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구가 글로벌 지식경제
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 외국인 프렌들리 시스
템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지혜를 결
집해 지역의 경쟁력을 극
대화해서 글로벌 매력도를
높여야 할것이다.”

려야 한다.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대구는 비
주얼(visual)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투자를
못 해 왔고, 폐쇄성의 지붕
아래에서 상호불신을 키워왔

프렌들리 시스템을 갖추고 그
바탕 위에 경제자유구역의 그림을 그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인

다. 결국 자생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제감각을 익히고, 미래지향적
이고 개방적인 마인드와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낙동강·금

기술개발과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새로운 화

호강밸리 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합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DGIST) R&D 특구, 영남권 신공항 프로젝

찾아야 한다.

트, 대구스타디움 일원의 스포츠 컴플렉스
와 수성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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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외국인 프렌들리 시스템을

의회연혁 및 조직
●●김 대 현

갖추고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글로벌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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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소고
도 재 준

의원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지도 17년이 되었

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고, 지방의회도 5대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행정의 수준이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특히 인사권 확대방

양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

안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전개토록 한다.

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
한 주민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강화를

지방자치의 하나의 축인 지방의
회의 기능과 역할도 점점 증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의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을
보좌해줄 전문인력이 부족한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권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
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권한이 집행부
에 있는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건에 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
동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집행부에 있는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사권 확대의 기
본방향은 충원구조의 변화
를 통한 자율성 확보, 정책보
좌기능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

고, 그리고 인사운영의 개선을 통한 효율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 신장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방의

지원하고 보좌하는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

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고는 분리형 기관구성 하에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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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회의 제약이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면, 적어
도 보수체계의 개선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인 인사권 확대방안은

사무의 경우에 강조되어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지방의회의 인사정책이 독립성
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세 번째, 인사교류 등을 포함한 탄력적인

한다. 이는 의회-시장형의 기관분리를 취하

인사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

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

에서 양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있어서도 승진과

조직에 있어서 권력의 중요한 원천 가운

인사교류는 매우 중요한 자기개발의 요건이

데 하나는 조직 구성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라 할 수 있다.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지

영향을 미치는 인사권이라 할 수 있다. 양

방의회 근무를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

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등한 권력관
계는 그런 점에서 기관 구성원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행

력발전과 동기부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사할 수 있는가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
능강화가 달려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승진기회의 제약이 유능한 인
재의 지방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

두 번째, 우수한 사무직원의 확보와 전문
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면, 적어도 보수체계의 개선 등 이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 필요한 것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하겠

지역주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다. 이는 의회사무직원의 직무성격에 따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보좌해줄 수 있

회의와 관련한 사무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는 사무직원들의 전문성과 인사권 독립이

관련한 사무를 구분할 때, 특히 전자인 회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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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소고(小考)
류 규 하

의원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방

의 경쟁력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

자치의 성공은 상당 부분 지방의회 기능수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을 대표하는

행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지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

매우 크다.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 구성은 기관분립형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의
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
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권력분립과 기
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각각 분리하여 설

지방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관
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
역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역
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
성화하여야 한다.”

치함으로써 양 기관이 상호견
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
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
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
의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이
고 다른 하나는 유능한 지
방의원의 충원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지방의원이 전문가적

소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운
영 절차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

기관분립형을 택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한다면 후자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지방의원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할 뿐만 아니

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라, 지방의회의 기능수행 정도가 지방정부

즉 지역 주민의 선택을 통하여 유능한 의원
들이 충원되고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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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
적인 급여의 의미가 있는 월정 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 않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
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 신설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의정비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진입하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말

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권한을

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 의장

수행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결정의 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우선으로 제도화한 것이

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 의견조

지방의원 유급제이다.

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5년 8월 4일에 개
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에 의

의정 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

에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급해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

급여의 의미가 있는 월정 수당은 지역 주민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
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강조하면서 제시된 월정수당 결정 기준이

다. 법 개정 전과 다른 것은 과거 지방의원

매우 추상적이며 적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

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 수당

지 않아, 각 지자체가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중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그 대신 월정 수당

매우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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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7년 의정비를 처음 산정하면서

을 결정하고 그 결정 금액을 다음 연도에 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의

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비 산정이 매년 지

정비를 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의

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

정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었을 뿐만

고 있다.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유급제 도입 이전에는 광역의회 의정비가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3,120만 원이고, 기초의회 의정비가 2,120

을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원이었던 것이, 2006년~07년은 광역자치

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이 없는 상

단체의 평균 의정비는 4,684만 원이었지만

황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간에도 최고 6,804만원(서울)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의정비가 결정될 때

최저 3,960만원(전남)으로 2,844만원의 격

마다 찬반 논쟁과 갈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

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으며,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최고 3,799만원(경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기성남)과 최저 1,920만원(충북 증평)으로
1,879만원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위해서는‘의정비 결정에서 근본적인 문제

<표 1> 유급제 도입 이전 의정비

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논의가 출발하였어야

(단위:만원)
광역의회

연도별

계

기초의회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계

결국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2000

2,040

960

1,080

1,220

560

660

2005

3,120

1,320

1,800

2,120

800

1,320

함에도‘현행(’
06~07년) 의정비를 근거로
한 인상률 논쟁’
으로 본질이 변모해 버림으
로써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격차만
더욱 부각시켜 버렸다.

<표 2> 2006~07년도 의정비
’
06~’
07년도

구 분
광 역
기
초

<표 3> 2008년도 의정비

평 균

최 고

최 저

4,684만원(50%↑) 서울 6,804만원(118↑)

전남 3,960만원(27%↑)

시

2,916만원(38%↑)

경기성남 3,799만원(79%↑)

경북문경 2,118만원(0%)

군

2,455만원(16%↑)

대구달성 3,254만원(54%↑) 충북증평 1,920만원(-9%↓)

자치구

3,064만원(45%↑)

서울마포 3,783만원(78%↑) 인천동구 2,418만원(14%↑)

* 2006년~2007년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비 5,040만원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 의정비는 보

구 분
광 역
기
초

’
08년도
평 균

최 고

최 저

5,284만원(13%↑)

경기 7,252만원(34%↑)

광주 4,231만원(0%↑)

시

3,852만원(34%↑) 경기구리 4,950만원(40%↑) 경북문경 3,000만원(42%)

군

3,385만원(39%↑)

자치구

4,133만원(34%↑)

울산울주 5,215만원(67%↑) 경북예천 2,378만원(0%)
서울도봉,송파 5,700만원
(각 60%, 53%↑)

광주동구 2,778만원(0%)

* 2008년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비 5,400만원(7%↑)

수지급기준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

결국, 최초 도입 당시 적정 지급 수준을

정비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기준 금액

산정하지 못한 채 결정된 의정비는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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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각 지자체 간의 의정비 인상을 둘
러싼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급
을 책정하고 매년 일정률의 인상안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체별로 과다 결정되면 임금의 불가역성(不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可逆性)으로 인해 하향조정이 불가능했고,

제시한 바처럼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일어

과소 결정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

나는 사회적 갈등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편

비심의위원회가 보수를 결정하고 조례도 통

차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폭이 크면

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주민 여론의 반발이 큰 문제로 드러나면서

등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을 검토할

시,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시민 등 모두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를 부

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단체장 급으로 하는 것 또한 검토할 수 있다.

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각 지자체 간의 의정비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는 어떠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발생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물음이 던져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지방의

기본급을 책정하고 매년 일정률의 인상안을

원 의정비는 유급제를 도입한 목적을 실현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목표는 지방의회의 능
력제고이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지
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원으로 충원하
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월정수당의 상하한선을 별표로 제시하여 의
정비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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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참사가 주는
대구시 문화재보존 정책 방향
류 병 노

의원

Ⅰ.머리말

함으로써 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

문화재는 국가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구

고 보다 선진화되고 정교한 정책시스템을

체적인 표상이며,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문화재에 깃든 이

집적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러한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보1호

한다.

로 우리 문화재의 상징적 존재였던 숭례문
이 어처구니없이 한 인간의 사회에 대한 보

Ⅱ. 문화재의 정의

복심리에 의해 처참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

문화재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문화재를

았다. 화재 원인은 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에

재산적인 개념에 의한 경제적 가치 평가보

의한 방화이지만 그 저간에는 문화재에 대

다는 정신적 가치 평가로서 그 의의를 찾을

한 우리의 안일함도 한 몫이 아닌가 싶다.

수도 있지만, 사실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의

서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지닌다. 이탈리아

무관심과 무지함에 대하여 계속적인 경고의

의 경우,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

메시지를 보내왔음에도 안일한 문화재 관리

화재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매년 벌어들이

시스템과 보존대책, 문화재 보호의식 결여

는 수입이 여타의 생산에 따른 소득에 비해

가 숭례문의 희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높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문화재를 통해 많은 정신적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긍지를 높

이에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와

재인식과 문화재 보존대책의 방향성을 제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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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화재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함에 대하여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음에도 안일한 문화재 관리시스템과 보존대책, 문화재 보호의식 결여가
숭례문의 희생자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너무나 취약하다.

이에 재난 취약요인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문화재의 복원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급증하는

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재를

테러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 시민 각성

파괴시키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

및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재난관리정책도

화재란 함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 문화재

물 그리고 민속자료로 구분되는 모두를 합

보존대책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집어보면

한 것을 이른다.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

다음과 같다.

여 정부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각종 문화재를 꾸준히 발굴·보존하고 있다.

1. 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인력 부족
【표1】
,【표2】
의 문화재현황 및 관리인력
현황과 같이 문화재 보존관련 예산·인력부

Ⅲ. 문화재 보존대책 현실태 및 문제점
지난 숭례문 참사 이후 대구시 에서는 중
요 목재문화재에 대한 대대적인 방재점검
및 중·장기적인 문화재 방재대책을 수립하

족으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사후대책
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문화재 대책이 시급
한 실정이다.
【표 1】- 문화재 현황

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훼손과 지구온난화

지

총
계

등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의 위험성

지정

계 194 186

기존의 목재문화재는 오랜 기간동안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내구성이 매우 약하며 산

계

54
89
(국보3, 보물38등)

람객에게 개방되어 감시·통제가 어려움이

화

재
등록
문화재

문화재

유형 무형 기념물 민자 자료
51

16

17

5

43

8

【표 2】- 관리인력 현황

간오지 등에 위치한 문화재는 화재 발생시
진압지연, 또한 공원 내에 문화재는 상시 관

문

시 지 정

국가

계

이 상존하고 있다.

정

구·군별(명)
계

14

시

4

중구

동구

서구

남구

1

1

1

1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

1

1

3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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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점검의 어려움 및 인력 등 부족

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문화재

문화재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방·전

보존관리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에게

기·가스는 물론 고건축 전문가 등이 합동

있음을 주지시키고 대 시민 홍보를 통해 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구·군

화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및 관련부서간의 일정조정이 어렵고, 전문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능동적인 문화재 관

가 참여에 따른 현지 조사비 부족 등으로

리를 위해 구·군·소유자간 문화재 관리책

개별적인 점검에 치중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임을 명확히 하고 구·군의 문화재 전문 인

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방재부문은 소

력 확충 및 예비비 성격의 기타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본부, 전기부문은 전기안전공사 등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주도하고 관련 부서간의

4. 종합방재시스템 및 방재전문성 부재

정기적인 합동회의 개최와 고건축전문가의

문화재 예산은 분권 교부세 범위내로 한

현지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점검의 전문

정하고 있고 대부분 보수 정비에 사용하게

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되어 방재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
구시의 문화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3.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미흡

2007년 4,715백만원, 2008년 4,628백만
원중 방재예산은 2007년은 155백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및 화재 위험분야 등 긴

(3.28%), 2008년은 276백만원(5.96%)으

급사항은 임시조치하고 간단한 사항은 소유

로 전년도에 비해 121백만원(2.68%)증가되

자에게 조치토록 하나 전문분야라는 점과

었다. 2008년 276백만원으로 전통사찰 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의 市에 의존하고

화전만 설치 완료된 실정이고 소화기 교체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는 조기 보수를 할

와 방염제 도포만 실시할 뿐 첨단 장비 구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예산 편성 후

축을 통한 방재 종합대책이 전무한 실정이

사업 시행 시 보수지연에 따른 상대적 비용

다. 또한 문화재 특성상 일반소방시설 적용

이 증가된다.

에 한계가 있음에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방재 매뉴얼 및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또한, 구·군의 경우 현지성은 높으나 문
화재 업무에 대해 전문성 부재 등으로 보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보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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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 보존 정책 개선 방향

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

문화재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그

게 문화재 인력의 충원과 국비의 안정적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대구시 문화재

확보야 말로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을 재

보존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숭례

구조화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문 참사의 희생을 교훈삼아 문화재 보존 정
책이 한층 진일보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2. 다양한 방재설비 시설 구축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앞에서 대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특성상 대부분

구시의 문화재 보전 정책이 처한 현실적 상

목재 등 가연성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진단해 보았다.

풍수해 및 화재에 취약하다. 영양 낙산사,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화성 서장대, 서울 숭례문 등 일련의 사례에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구시 문화재

서 보듯 산불, 방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

방재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문화재보존 정책

한 문화재 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

관리 개선방안에 접근하고자 한다.

응하는 방재시설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

1.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의 재구조화
(관리체제 일원화)

이러한 문화재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최첨단 방재 설비의 구축이 시급하

문화재의 장소성, 현장성 및 활용도 측면

다. 현재 우리시의 소재한 목조문화재의 대

에서 관할 구·군에서 관리책임을 맡는 것

부분의 방재설비는 당해 문화재 자체에 발

이 일면 타당성을 지니나, 인적·물적 기반

생하는 내부 화재 진압에 국한된 분말소화

의 취약한 현행 구·군의 문화재 행정역량

기 및 기본적인 경보시설만 갖추고 있어 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숭례문의 사례에

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서와 같이 책임소재의 분산, 관리체계의 이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문화재

원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되풀이 될 가능성

의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재 보존

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

을 위해서는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 자동

에 따른 안정적 정책품질 확보에도 많은 어

화재탐지설비(열감지), 옥외소화전, CCTV,

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재 행

방염제 도포, 자동소화시설 등 과학적이고

정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전담부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재설비 시설을 하루

서 신설을 위한 인력확충과 더불어 기존 국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 상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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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감시체제 구축 및 시민참여 유도

유도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제시한“문화재

지금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

멘토”지정·운영은 시민참여의 대전환이라

사실 또는 그 자체의 평면적 가치에 주목함

고 할 수 있다.

으로써 문화재의 생명력과 가치가 충분히

대구시에 산재한 중요 국가 및 시 지정 목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문화재

조문화재 51개소에 대하여 시 관광과에서

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희망자를 선

리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

정하여 분기별 1~2회 문화재 방재시설 현

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황을 점검하고, 문화재 훼손 및 노후 시설

배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 등을 관할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

관과 민이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에 참여하

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틀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기라 할 수 있

따라서 문화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문

다. 이러한 문화재 멘토를 활용한 문화재 보

화사적 의미, 시대정신, 생활상 등 총체적

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가치를 깨우고 집어내어 이를 활용 콘텐츠

할 것이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

로 집약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

모두가 문화재의 애호가이자 문화재의 파수

야 할 것이다.

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

시에서는 중요 문화재별로 상시 감시인력

여야 할 것이다.

을 배치하고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순찰
을 통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

4. 사후대책을 위한 기록화사업 추진

력은 하지만 시 전역에 흩어진 문화재를 체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재 관리체제 재

계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

구조화, 다양한 방재시설 구축, 상시감시체

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

제 구축 및 시민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문

등에 발 맞춰 민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실

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선행되어

질적인 협력모델 창출을 통해 행정위주의

져야 한다. 그러나, 불의의 재난·재해로 우

폐쇄적 문화재 보존관리 틀을 시민들의 자

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었을 경우

발적 참여와 역할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각종 재난·재해의 위
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

최근 대구시가 문화재에 대한 시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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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일이겠지만, 유사시 복원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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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실측보고서 작성 등 기록화사업이 시행
되어야 한다. 숭례문 사고의 경우에서 보듯
이 기록화사업을 등한시 했을 경우 국보 1
호의 숭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
다. 비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사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지만 복원을
위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더라면 역
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문화재 예산확보와

[2008. 4. 28 보물제 1563호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유사시 복원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대구시의 기록화 사업
추진이 문화재 보존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Ⅴ.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의 문화재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여 보았다.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번 숭례문 사고 등
을 계기로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러한 시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문화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
이 기본으로 돌아가 깊은 자기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이를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연기념물 1호 도동측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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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
박 돈 규

의원

Ⅰ. 들어가면서

와 운영부실로 인해 민간의 사유시설화 하

최근 들어 대구시는 지역개발과 공익적

는 경우마저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범위

목적에 의해 공공투자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의 적절한 설정과 범위와 투자에 대한 사후

늘여나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조 2,634억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천 5백만원이 투자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으
며 총재정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투자는 공익사업, 지역개발, 실업구

Ⅱ. 대구시의 중장기 공공투자사업계획

제, 경기회복 대책 등 다양한 이유로 실시하

공공투자사업은 그 성격상 수년에 걸쳐

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2007년부

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

터 2011년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5년간

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

지방채를 포함해 23조 4천 769억 4천 8백

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원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
으로 지출할 수 있는 가용투자재원은 5개년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
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고, 또 공공투자의
확대를 위해 공공투자부분에 민간투자자본
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공익이
사익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공투자시설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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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기간동안 일반회계 투자재원 8조
4,317만 1천 3백만원, 특별회계 투자재원 5
조 4,952억 8천 9백만원 등, 총 13조
9,270억원으로 총 수입의 59.3%이며 연평
균 2조 7,852억원이 투자가용재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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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는 공익사업, 지역개발, 실업구제, 경기회복 대책 등 다양한 이유로 실시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표1.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 가용재원의 변화]
(단위 : 백만원)
중
구

기

계

획

구성비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

총수입
(지방채포함)

23,476,948

4,094,370

4,331,560

4,680,600

4,919,379

5,451,039

100%

경직성경비지출

9,549,946

1,830,955

1,884,893

1,866,144

1,925,086

2,042,868

40.7%

투자사업
가용재원

13,927,002

2,263,415

2,446,667

2,814,456

2,994,293

3,408,171

59.3%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 공공투자의 규모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100건에

대구시는 매년 2조원 이상을 공공투자를

육박하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서너 차례의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공공투

투·융자심사만으로 처리하다보니 사업추

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

진부서 및 투자심사부서는 전문지식의 부족

다.(도표2. 참조) 시에서는 20억원 이상 투

이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

자되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

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에 많은 어려움

자를 집행하는 등,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2.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의 변화]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의원논단 I

61

의원

의원
논단

2. 중기재정계획상 투자부문별 비중

가 서비스중심의 대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대구시의 공공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역의 절반이 농촌지역인 도농복합도시이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로 37.6%를 차

고 향후 한·미간 FTA에 따라 농업이 상당

지하며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가

한 피해를 받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비중이

28.7%, 환경보호가 11.4%, 산업·중소기업

너무 낮은 감이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분야가 8.7%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8%로 대구가 문화산업도시를 전략적으로

5.3%,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 일반공공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투자비

행정 및 안전분야는 2.8%, 농림분야는

중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

0.8%로책정되어 있다. 농림분야는 대구시

다.(도표3 참조)

{도표3. 중기재정계획상 투자분야별 비중]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계획 5년 동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천 357억 9천

안 분야별로 투자될 투자사업규모는 사회복

8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천 618억 6

지가 5조 2천 388억 3천 4백만원, 수송 및

천 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가 3

교통분야가 3조 9천 927억2천 5백만원, 환

천 937억 1천만원, 농림분야가 1천 104억 1

경분야가 1조 5천 850억 2천 2백만원, 산

천 9백만원 등 총 13조 9천 270억 2백만원

업·중소기업분야가 1조 2천 86억 3천백만

이 계획되어 있다.(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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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 중기재정계획상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중
구

분

계
계

기

계

획

구성비
100%

13,927,002

2007
2,263,415

2008

2009

2,446,667

2,814,456

2010
2,994,293

2011
3,408,171

일반공공행정및 안전

2.8%

393,710

92,011

74,881

74,890

81,614

70,314

문화 및 관광

4.8%

661,863

120,496

117,788

99,817

120,820

202,942

환경보호

11.4%

1,585,022

280,168

327,495

354,285

340,146

282,928

사회복지

37.6%

5,238,834

809,561

991,639

1,070,547

1,146,248

1,220,839

0.8%

110,419

22,907

19,674

23,790

20,548

23,500

산업, 중소기업

농

림

8.7%

1,208,631

266,792

274,197

266,119

203,100

198,423

수송 및 교통

28.7%

3,992,725

617,857

571,952

781,394

793,668

1,227,854

국토 및 지역개발

5.3%

735,798

53,623

69,041

143,614

288,149

181,371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Ⅲ. 공공투자의 문제점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2조원 이상

가 발생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

의 공공투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투·

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

융자심사가 체계적이고, 충분한 심사가 이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발굴 하더라도 분

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야별 투자균형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건전

공공투자의 문제점을 몇 가지 열거해 보면

한 투자사업이 사장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경우

1.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동적
투자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과 육아보조금 지급은 물

사회복지분야의 투자에 있어서는 국가의

론이고, 다양한 다자녀복지정책들을 수립하

사회복지정책에 매칭투자 하는 것이 거의

고 있으나, 대구시는 사회복지분야 투자비

대부분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색에 맞

중이 37.6%나 되다보니 예산부족 등을 이

는 공공투자를 발생시키는 일은 거의 드

유로 예산부담이 적은 정책을 선호하게 되

물다.

어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시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는 국가의 사회복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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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투자의 사유화 경향 증대

B T L ( B u i l d - T r a n s fe r - L e a s e ) ,

특정사업들의 경우에는 민간이 기존에 하

BOT(Build-Own-Transfer) 그리고

던 것을 국가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이유에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다양

서 공공부문이 새로 투자하여 민간에 위탁

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

하거나, 민간설립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등

만, 최근 들어 사업비 책정에 대한 철저한

을 이유로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검증 부족, 수익률 책정 부실, 행정청의 과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민간이 해야 할 것

도한 적자보전, 사업리스크에 대한 행정청

을 시설도 지원하고 운영경비도 지원해서

의 일방적 부담 등과 이런 부작용에 따른 시

민간에 아무 조건 없이 맡기는 결과를 가져

민의 부담이 과중됨으로 인해 민투사업이

와 결국은 민간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지어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시비에 지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방정부가 휘말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영리를 목적

또한 공공투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민간사

시설물이 사적소유로 인식되는 등, 공공투

업자의 영리추구 자체를 비난 할 수는 없겠

자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약화시키

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자가 전

고 사유화가 진행되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

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영리만 추구하

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를 빚는 경우도 허다

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

하다.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과 협약이 체결된
이상 행정청도 민간계약과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하며 위험부담은 쌍방이 공평하게

3. 장기적인 재정압박 요인 증가

나눠가지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IMF이후, 정부는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를 공공사업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을 제정해 도로, 항만, 건

4. 공공투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 부족

물,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민투사업으로 진

지방재정법 제41조 (재정 투·융자사업에

행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한 심사) 제1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업이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

BTO(Build-Transfer-Operate),

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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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외국차관도입 사업 또는 해외투자 사업

사업의 유연한 변화와 융통성있는 사업추진

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1)

특히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또는 정책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도한 목표가 차질을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매년 공공투자가

빚고 있어 시대변화와 상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총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지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20억원 이상

만, 평가실시부서의 평가역량 부족과 기초

규모일 때만 투자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료 부재, 지역사회적 변수에 의해 사후평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투자심사가 이루어

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져야 한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경우, 예산편성과 심
사평가의 어느 한부분도 충분한 능력을 갖
추고 있지 못하며, 인력도 부족하고 평가시
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투자의 최
종적인 판단기관인 의회 또한 전문적인 검

게다가 신규사업수요에 따른 공공투자사
업의 증가로 인해 여기에만 집중해도 모자
랄 판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에 관
심과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증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공공투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효
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Ⅳ. 공공투자의 개선방안
정부는 1998년말부터 공공투자사업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사업효율화추
진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5. 공공투자에 대한 사후평가의 부재

공공투자사업이 공공의 신뢰와 타당성을 인

공공투자사업은 그동안 사업전 타당성조

정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든다.

사에만 치중해온 관계로 사업의 성과에 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다고는

한 평가는 부실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투자

하지만 불필요한 시설과 시급하지 않은 시

1)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투자심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
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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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과다한 투자 등을 걸러내는 데 제 기능

어진 공공투자가 허다하다. 주민의 민원이

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배

시급하고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려나 정책실패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가 이

후순위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

루어진 것도 허다하다.

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오히려 여

때문에 이러한 공공투자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투자는 지역개발이나 공익적 목적뿐
만 아니라 경기회복이나 실업구제등 여러

첫째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투자정책이
필요하다.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적시적소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는 중앙정

무의식적으로 선심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의 정책에 의해 지방정부가 수동적 공급

있는 한편에서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

자의 위치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아니

화, 서민지원 등 공익의 실현이라는 우선해

면 지방정부가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지방

야할 가치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의 정책과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전적

해야 한다.

으로 공급자의 위치에서 획일적, 일방적인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공공투자가 오히

셋째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
후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려 후순위로 밀리거나, 모처럼 투자한 시설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타당성조사

이 실제로는 방치되어 예산의 낭비만 초래

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과

한 사례가 허다하다.

는 달리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따라서 앞으로 공공투자에는 철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 져야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매겨서 이를 근거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투자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전
심사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투자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

둘째로, 선심성 공공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를 통해 그간의 타당성조사와 공청회 등에

그동안의 공공투자를 보면 정치적 배려와

서 도출된 결론이 현실과 부합되는가를 알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선심성으로 이루

려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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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보다 내실있는 타당성 조사를 기할

미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합리성

수 있게 한다. 또한 투자정책 집행자들에게

이나 시민들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는 그간

는 사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소홀히 다루어 진 게 현실이다.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펼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을 한다.
때문에 공공투자가 제대로 된 공익적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에 정책집행자
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 보니,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약
달성이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부담
만 지우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
은 게 부지기수이다.
공공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책임성에 입각한 사후

넷째로, 공공투자만을 전담할 부서가 필
요하다.

평가와 관리 역시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
된다.

공공투자규모가 2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

공공투자에 대한 계획과 집행 그리고 사

고 투자관리와 투자계획, 투자심사, 예산편

후평가가 한 치의 삐걱거림도 없이 제대로

성에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은 많이 부족한

이루어 질 때에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

것이 현실이다.

뢰가 높아지고, 바람직한 공공투자가 지방

따라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시

보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분야

민들이 인식하고 공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

에서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

각한다.

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서가 공공투자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부서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Ⅴ. 맺음말
공공투자는 장단기적으로 공익적 관점에
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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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박 정 희

Ⅰ. 서

의원

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

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와

대하여 투표를 통한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때로는 단체장

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 수립시 공정

과 지방의회의 대립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도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
은 대의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주민
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된 대표자들이 주민의사
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투
표를 통한 주민의 지방행
정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
에 국가정책 수립시 공정
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
할 때 이들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

우리나라의 경우 1994
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
정되면서 주민투표제도
가 도입되었으나, 주민
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
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
한다고 하여 사실상 시행이 되

지 않았으나, 2004년 1월 29일 주민

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투표법이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과정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민투표제가 시행

따라서 주민투표제는 간접민주제인 대의
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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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
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때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대립을 중립적인 위치에
서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도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및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
고 있는 달서구 등 기초자치단체 분합 또는
구역변경 등에 대해 향후 주민투표를 실시
할 경우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2)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Ⅱ. 주민투표제도 개요
1. 주민투표의 관리
2004. 1. 29일「주민투표법」
이 제정됨에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
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구역을 정하
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구 있다.

따라 주민투표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치
구·시·군에 있어서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 7. 27일 제주도행정구조 개편을 위
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3. 주민투표 실시요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

2)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민투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를 실시하였다.

수 있다.
3)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 이상의

2.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정하는 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

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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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표하
고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민투표일
을 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
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
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의 경우 행

4. 주민투표의 발의

정안전부장관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

시·도지사가 정한다.

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
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와 주민 또
는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
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
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주민투표 실시지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
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
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요지
의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
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일 전 60
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주민투표
를 발의할 수 없다.

7. 투표인명부 작성
주민투표발의일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으
로서 주민투표 실시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투표 실시지역 안에 주소
를 둔 거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5. 주민투표일 결정

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발의일부

민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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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는 ①주민투표의 관리 ②주민투표의 대상 ③주민투표 실시요건
④주민투표의 발의 ⑤주민투표일 결정 ⑥주민투표 실시지역 ⑦투표인명부 작성
⑧주민투표 운동 ⑨주민투표의 효력으로 개요할 수 있다.

8. 주민투표 운동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또한,

주민투표 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

전체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민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

또한,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표공보 발행, 주민투표 설명회, 토론회이다.

는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은 할 수 있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찬성과 반대 모두

으나,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투

를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 모두

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행위, 공직선거법상의 연설 금지장소(관공

반면에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서, 터미널 내, 병원 등)에서의 연설행위, 공

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 투표를 실

직선거법상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시한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4항에는 관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투표결과를 통지

다. 또한, 야간 호별방문이나 야간 옥외집회

할 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 효력에는 아무런

가 금지되는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

정한다.

관이 실시를 요구하여 실시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문형 주민투표에 그

9. 주민투표의 효력

칠 뿐이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
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

Ⅲ. 주민투표 실시 사례

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주민투표법」
의 시행 이전인 1999년 경기

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주민투표에

도 고양시 백석동의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합건물 건립에 반대하면서 실시한 주민투표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 모두 수용하지

가 있었으나「주민투표법」
이 제정된 이후에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 모두를 선택

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청주시·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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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 방사능폐기물장 입지에 대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한 지역 중 찬성률

투표 등 3건의 주민투표가 있었다.

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하게

먼저, 2005.7.27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된

하였다. 투표는 4개 시·군 모두 주민투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수

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였으나,

렴을 위한 주민투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

개표결과 유효투표수 중 찬성률이 가장 높

시한 주민투표로서 정부, 언론 및 사회단체

은 경주시(89.5%)가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다.

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큰 관심 속에 진행
되었다. 투표결과는 주민투표권자 402,000
여 명 중 148,000여 명 이 투 표 (투 표 율
36.7%) 하였으며, 개표결과 단일 광역자치
안 57%, 현행유지안 43%로 단일 광역자치
안이 확정되었다.

Ⅳ. 주민투표법의 시행상 문제점 및
개정논의
1.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1)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투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투표는 주로 절차적

다음으로, 2005.9.2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과 반
대 중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이다. 투표
결과는 청주시·청원군 모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였으나, 개표
결과 청원군의 경우 통합에 찬성하는 득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선거법 준용 부분이
미흡하여 투표 마감시간이 불명(18:00 또는
20:00) 하였고, 투표참여 홍보가 투표운동
인지 명확하지 않아 주민참여 홍보에 애로
가 있었으며, 대학교수 등에 대한 투표운동
제한으로 찬·반단체간 토론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

수가 과반수에 미달(46.5%)되어 청주시·
청원군의 통합은 무산되었다.

2) 청주·청원 통합투표
청주·청원 통합투표는 정책제안자(정부,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

지자체)의 의견표명 및 홍보활동 제약으로

선정을 위하여 2005.11.2 전라북도 군산시,

투표율이 저조하여 개함요건(1/3이상 투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 일원에

에 미달하는 사태가 노출되었다.

서 실시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

3) 방폐장 후보지 선정 투표

이다. 부지선정은 투·개표결과 유효투표수

방폐장 후보지 선정 투표는 4개 후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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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과열, 불법, 의혹

권방지 및 투표참여 홍보는 투표운동이 아

등 공정성 시비가 쟁점화 되었다. 유치 홍보

님을 명시), 투표운동 허용시점 조정(발의일

활동, 부재자 신고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

부터 ⇒ 공표일부터), 투표운동 허용대상에

체의 불법, 불공정 시비와 거소투표의 무제

공무원 추가(국회의원·국공립대 교수 등),

한 허용으로 인한 부정투표 시비, 선거와 달

투표운동 금지대상자 추가(정부투자기관·

리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된 투표운동 방법

지방공사, 인터넷신문사 등 임·직원), 공무

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원의 투표관여 금지 강화(업무외 출장, 투표
안건 지지도 조사·발표의 금지 등 구체적

2. 법 개정 논의 및 내용
「주민투표법」
은 2004.7.30 시행된 이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
두었으나, 시행초기인 관계로 일부 법·제

명시), 국가·자치단체·정부기관 등의 투
표운동 기간중 이익제공 금지, 부작용 소지
가 큰 투표운동 추가 제한(호별 방문, 지위
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위보도 금지 등을 명
시) 등의 보완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투표의 공정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정보 제공 규정 보

성 강화와 관련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완으로, 지자체의 투표정보 제공방법 보완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방법·한계 모호 ⇒ 객관·중립적 제공 및
선관위도 제공기관에 추가), 정부·지자체

주요개정 논의 내용으로는 먼저, 투표권
자의 연령 및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

장의 투표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를 제한적
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로서, 투표권자 연령을「공직선거법」
과 일
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불분

Ⅴ. 맺는말

명한 투표마감시간을 공휴일을 불문하고

이상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 3

20:00로 명시, 거소투표 대상을 거동 불능

대 형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중

자, 투표지역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투표인

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명부 작성기간을 발의일 후 5일간에서 투표

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주민투표에

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로 개정을 논의하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 있으며,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다음은 투표운동 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실시되기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맺기

서, 투표참여 홍보 근거 신설(투표방법, 기

가 어려웠다. 각 정치체계의 정치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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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맺기가 어려웠다. 각 정치체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만 거듭하다가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나가자 입법부 작위에 따른 논란
까지 가세하였다.

때문에 논의만 거듭하다가 제도화되지는 못

도입된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의 꽃으로

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나

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지방

가자 입법부 작위에 따른 논란까지 가세하

정부 등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계층에서

였다.

더 한층 관심을 가져 주민투표제도가 정착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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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에 거는 기대

이 동 희

의원

지난 5월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 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에 이바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우리 대구에도 내년 1월부터 문화재단이

기대합니다.
작금에 설립도 되기 전에 이런 저런 훈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로 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마저 모호해지
문화재단이 우리지역 문화예

지 않을까 걱정도 되나 성숙된 문화
시민의 긍지에 걸맞은 옥동자

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기대와 염려
가 교차되기도 하나 그
동안 수년간에 걸친 논
란 끝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지역 문
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기대
와 염려가 교차되기도 하
나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논란 끝에 설립에 대한 공
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
니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대
욕구를 얼마나 충족 시켜 줄 수 있
을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의 탄생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대구 문화재단의 역할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향토 예술자료
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문화
예술 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예술에는 무형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이 많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이왕에 설립 될 재

춤과 소리와 연주와 같은 공연예술은 형

단이라면 타 도시에 모범이 되고 우리 시민

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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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대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구 예술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
많은 공연들이 한번의 공연만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연구는 작품연구와 함께 대
구의 예술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하
고 보존하며 이를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예술자료는 기관에서 소장하는 것 보다
예술가나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나 소장자가 돌아가
시고 나면 유실 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대구 문화재단은 예술 아카이브의
역할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대구의 문화 예
술자료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연구도 하고
민간 연구자를 위해 자료와 서비스도 제공
하는 등의 대시민 문화서비스를 주기능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대
구예술을 연구하고 한국 예술사를 복원하며
수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대구를 문화
의 생산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

운 것이 있습니다.

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하

바로 각종 예술 공연과 예술가의 증언입
니다.
공연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특성과

며, 대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구 예
술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증언은 생존시에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등한시 하면서 기존
관 주도의 운영방식을 답습하거나 기존 문
화예술단체와 업무영역에 따른 마찰을 빚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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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을 선택과 집중으로 대구 예술자료를 발굴, 보존, 계승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여‘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구’
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주길 바라며
시민 모두는 대구문화재단의 순항을 기대하며 지켜 볼 것입니다.

나 지원금 등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따라서 일부에서 염려하는 문화예술인들

다면, 재단설립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 소외나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는 큰 틀에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재단이 지
역 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
하면서도 혹여 이 기회에 한자리하겠다는
욕심만 앞세운다면 대구 문화예술계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의 문화계를 선도할 재단과 지역 문
화예술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우리 문화예
술인들의 힘으로 재단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재주 등 선발 문화재단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대구문화재단 설립
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대구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대표이사와 이사진으
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
로는 대표이사 체재로 재단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대구문화예술의 산실이 될 것
입니다.
그리하여 대구문화재단은 선택과 집중으
로 대구 예술자료를 발굴, 보존, 계승하는

이사장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재단의 원활

로드맵 역할을 하여‘문화예술도시로서의

한 재원조달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에 그

대구’
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주길 바라

목적을 두고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며 시민 모두는 대구문화재단의 순항을 기

니다.

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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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정책

정 규 용

의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어서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다문화시대’
에

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

들어섰다. 10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통해

어 시행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취업·산

하는 단순한 정착지원이나 한글교육 중심의

업연수, 학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한국화’
정책으로만 흐르고 있는 경향이 강
있는 외국인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하다.

실이다.
따라서 정작 이들과 직접 접촉하며 생활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확대와 외국인의 증

하고 있는 주민들과 거주 외국인들이 너무

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한국인’
이‘세

도 상이한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계인’
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시발점이 될

생소한 지역정서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외국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

사회의 인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아직

고 일관성을 갖춘 입체적인 다문화 정책의

거리가 멀다. 특히,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그들을 지역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외
국인 유학생, 외국 기업인의 수가 제자리걸
음인 것과는 달리 국내체류 외국인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결혼을 통

최근 들어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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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확대와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현시점에
외국인들이 너무도 상이하고, 생소한 지역 정서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장기적
이고 일관성을 갖춘 입체적인 다문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007년 10만 4,700여명으로 3배 이상 늘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남녀

어나 이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인식과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히 요구된다 하겠다.

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문화 가정을 이루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

전체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

국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

성간의 결혼이 3만 1,180건으로 72.3%를

이나 정부의 지원은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인 여성이 이룬 가족이 전체 한국 가족의
20%를 차지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 중
80% 이상이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우리 대구 역시 2007년 12월말 현재 지역

아시아권 출신 여성으로서 이들 아시아권

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0.77%인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한국문화

19,409명으로 2006년 대비 13%인 2,305

에 대한 적응 압력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

명이 증가하여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

며,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탓에 적응 과정에서 가정폭력, 인권침해, 인

<국내체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구

분

종차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2001년

56만 6,835명

2만 5,182명

4.4

2003년

67만 8,687명

4만 4,416명

6.5

정부에서는 금년 3월 21일「다문화가족

2005년

74만 7,467명

7만 5,011명

10.0

지원법」
을 제정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

2007년

100만 254명

10만 4,749명

10.5

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2010년

142만 2,010명

13만 2,690명

9.3

2020년

253만 9,419명

25만 4,707명

10.0

* 2010년과 2020년은 전망치(자료:법무부)

비율(%)

록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지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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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또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는 다문

한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다

화 정책이 농촌 또는 도시지역이 가지고 있

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는 특성이나, 지역간 특수성, 다문화 가정의

대책을 발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해 국제

다양한 국적이나 계층과는 관계없이 한글교

결혼 준비, 중개과정, 입국과정, 입국 초기

육이나 문화체험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가족관계 형성, 정착, 자녀양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10건의 다문화 프로그
우리 대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에

램이 축제와 어울마당, 한글교실에 집중되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국인 가정과

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전체 41건 가운

외국인 가정간의 자매결연 실시, 미등록 이

데 축제 3건, 국내적응교육 7건, 한글교실

주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진

14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료 사업 지원,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정

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우리 대구시의회에

보제공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서‘수초회’주관으로‘다문화 사회 어떻게

있으며, 특히, 남구의 경우 결혼이민자지원

준비할 것인가?’
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센터 운영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상시 교

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조현미 교수가 발

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

표한‘다문화 시대의 지자체 역할과 과제’

방문 한글교육, 아동 방문학습지원 및 양육

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이

상담 등 활발한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을 추

추진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480건 가운

진해 나가고 있다.

데 국내 적응교육(44건), 한글교실(89건),
전통문화 체험(43건), 어울마당(35건), 쉼터

지역에서의 이러한 다문화 가정 지원을

(16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위한 움직임은 최근 대구교육대 학생들이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은 국적과 계층이 모두

경북도와 협력하여 경북지역 다문화가정 자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

녀들을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학습지도에

같이 같은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나서고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집중

소수의 외국인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적으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참여율이 낮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민간영역으

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하여 특정기관이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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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특정기관
이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정책 당사자
인 외국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지역 다문화

정책 당사자인 외국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교육에서부터
이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여성들의 부업활동 제공, 자녀 교육상

도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주고

담, 각종 강좌를 통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응을 도우기 위한 시책을 신속히 마

이해와 체험활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지원

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안을 마련하면서 市 산하 종합복지회관,

아직도 우리는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거주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등 각종 문

하게 되는 외국인을‘다문화’
라는 이름으로

화, 복지관련 기관들과 남구문화원, 대덕문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한국화’
에 초점이

화전당 등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기

맞춰져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

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

리 사회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산다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고 교육시키는 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분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추어

담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

민·관·기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

는 한편, 나아가 민간차원의‘대안학교’설

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

립, 자원봉사를 통한 이주여성 사회적응을

는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위한 민간단체 결성 등 지역의 시민사회 운

중요하다.

동으로 확산시켜 민간으로 하여금 이주여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
먼저, 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

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혼 가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
문화 가정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과 현실

끝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

이해해주는 따뜻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의원논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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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

림과 같은 악순환을 해소하는 선진 행정모

로써 우리 대구의 복지행정이 타 지역은 물론,

델로 실현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앞서서 다문화 가정

통해 살기 좋은 대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

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실

대해 본다.

패와 자녀교육 불안,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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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비록 장마철이

어떤 문제적 상황 앞에서 10초에서 20

아니라도 여름날엔 예고 없이 소나기가

초 사이 그토록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는

자주 내리기도 한다.

것이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
자기 내리는 소나기 앞에서 각자 저마다

자기보존 본능에 충실한 반응과, 자기

의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의하여 사

파괴 본능에 따른 반응 두 가지로 분류된

람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다고 한다.
인물 1, 2, 3의 태도는 전자에 속하고,

어떤 사람1은 핸드백 속에서 우산을 꺼
내 펼치며 반면에 웃음을 띄우고, 어떤

인물 4, 5, 6의 반응은 후자에 속한다
고 한다.

사람2는 재빨리 다른 사람의 우산 속으
로 뛰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3은“우

자기보존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위기상

산을 사야겠다”고 말하며 빗속으로 뛰어

황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들 채비를 하고, 또 어떤 사람4는 우산

을 먼저 찾는 반면, 자기파괴본능에 이끌

을 사야겠다는 사람에게 “우산이 어디

리는 이들은 즉각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있는데?”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성향을 띤다고 한다.

사람5는“왜 갑자기 비가 내리고 야단이
야”라고 중얼거리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6은 이마에 세로 주
름을 그은 채 생각이 많은 낯빛으로 묵묵
히 서 있는 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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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인물4는 평소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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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존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위기상황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찾는 반면, 자기파괴본능에 이끌리는 이들은 즉각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띤다고 한다.

시나리오부터 쓰는 사람일 것이다.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인물5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의

인물3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에 익숙해진

자율성으로 짐짓 유능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이며, 문제 앞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

뒷면에 있는 의존성이나 강박성향을 알

고 심할 경우 하늘이 자기를 골려주기 위

아차리지 못하면 경직된 태도에 갇히게

해 비를 뿌린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될 지도 모른다.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물6은 말도 행동도 없이 서서 누군가

갑자기 비를 만난 듯, 살다보면 위기상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

황이나 갈등관계에 처하게 마련이다.

리거나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자신을 책

그때마다 마음의 경계나 정신의 계단 앞

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에 서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속으로 주문을 왼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보존 본능에 따른 ‘하던 일 안하기, 안 하던 일 해보기’
인물 1, 2, 3이 매사에 옳다는 뜻은 아

하던 일이란 어려서부터 사용해온 유아

니다.

적 생존법,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반응,

그들의 내면에도 경계해야 하는 심리적

낡은 자기의 표현이다.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안하던 일이란 불안감이나 분노를 자극

인물1은 철저한 준비성으로 미래를 대비

당할까봐 방어하고 있던 영역, 실패할까

하여 안전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내면의

봐 두려워 외면해온 삶의 영역일 것이다.

불안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전이라는
틀에 갇혀 역량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예전의 방법

게 될지도 모르고, 인물 2는 의존할 수

을 버리고 새로운 대응법을 찾으려 의식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생을 편안하게 살

적으로 노력한다.

수도 있겠지만 의존성이라는 유아적 심
리 상태에 정체되어 진짜 자기 삶을 살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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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보호본능, 자기파괴본능 하나
만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다. 두가지 본능이 공존하면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어떤 본능이 먼저 작용하는가의 문제일 것 같다.

가장자리를 넓히고 정신의 계단을 올려
디딘다고 믿는다.
낡은 태도에 갇힌 경직성은 위험하다.

문제일 것 같다.
그 작용의 선후가 본인의 세상살이의
경험과 살아온 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발전의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속에는 자기보호본능, 자기파괴본능
하나 만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두

비가 잦은 계절이다.

가지 본능이 공존하면서, 처해진 상황에

새로운 시도, 재미있는 실험을 해 볼 수

따라 어떤 본능이 먼저 작용하는가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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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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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내려오는

한 사람 있소. 한 청년이 좀 전에 내 뒤를 따

데, 해가 저물어 날씨까지 어스레한 때가되

라오는 것을 보았소. 그 청년도 이 개울을

어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깊게 파인 넓은

건너야 하오. 개울물이 불어서 내겐 괜찮지

계곡에는 태풍으로 물이 불어 조심조심 건

만 그 청년에게는 미처 생각 못한 불행이 될

너지 않으면 위험한 계곡이었다. 노인은 희

지도 모르잖소. 더구나 날이 어두워지고 있

미한 황혼을 등지고 그 개울을 건넜다. 물이

으니 말이오. 젊은이 나는 지금 그 청년을

불어 있지만 그 개울은 노인에게 어떠한 위

위해 다리를 놓고 있는 중이라오.”

협도 되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노인이 다른 사람을 위
그런데 건너편으로 건너간 노인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큰 돌을 날라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근처를 지나
던 한 등산객이 노인에게 물었다.“할아버
지, 왜 다리를 놓으시느라고 괜한 고생을 하
고 계십니까? 다리는 이미 건너셨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요.”노인은 백발의 머리를
쳐들고 등산객에게 말했다.

한 염려와 수고를 읽을 수 있다.
어려운 지난 세월을 살아온 이 노인은 앞
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를 위해 정성
으로 징검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 청년이 편
히 건널 수 있게 말이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하이테크 사회
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팩스 등의 첨단기계
가 인간을 대신해 많은 일들을 수행한다.

많은 회사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앞 다투
“이보게 젊은이, 개울을 건널 사람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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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컴퓨터 자동 응답시스템을 설치하는

박 부 희

요즘 너도나도 빨리 빨리,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고 있지만 더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수도 상당히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다.

요즘 추세에, 한 디지털 장비 설치회사에서

가능한 한 인간이 직접 응답해주기를 원하

는 설치되어 있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없애고

는 것이다. 고객과 더 많은 인간적인 접촉을

사람으로 교체했다. 컴퓨터 자동시스템은

할수록 비즈니스는 더 훌륭해진다. 하이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돌려주기 때문에

크가 언제나 좋은 거만은 아니다.

실수나 착오가 생겨도 문의하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즘 너도나도 빨리 빨리,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고 있지만 더러는 우리가 지
니고 있는 보수도 상당히 우리에게 이로울

그러나 사람이 직접 응답을 하게 된 후로

수 있다. 노인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는 고객들에게 친밀감을 심어주었으며 연결

면 그냥 자기만 다리를 건너면 그만인데, 뒤

실패율도 1% 이하로 떨어졌다. 이 놀라운

를 따라오는 젊은이를 위해 무거운 돌을 날

성과를 거둔 방식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우

라 다리를 놓는 것이나, 기계에서 들려오는

리가 부모세대로부터 전화를 할 때는 그런

일관되게 편집된 소리보다는 인간이 응답하

방식으로 친절히 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는 전화의 말소리가 그리운 것이다.

때문이다. 또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
다. 대규모 낙농농장에서 효율적으로 우유
를 짜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전자기기를 도
입했다.

사람에게 많은 우유를 제공해 주는 젖소
도 기계보다는 인간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개혁이나 진보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보수와 개혁이 어울리고 젊은

그런데 우유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와 늙은이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그 이유는 젖소들이 기계보다는 사람의 손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가끔 인터

길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

넷 사이트에 젊은이들이 막말을 하는 소리

람 또한 인간의 손길을 더 좋아한다. 그렇기

를 들으면 기가 막히는 일이 한 두 번이 아

때문에 모든 회선이 통화중이 아니라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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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젊은이를 보고 있노라면 그 험한 계
곡에서 젊은이를 위해 다리를 놓는 머리가

다리를 놓는 할아버지를 우리는 구세대, 보
수골통이라 할 수 있는가?

하얗게 쉰 백발노인의 정성을 생각하게 한
다. 힘이 부쳐 큰 돌을 들을 수 없는 노인이
뒤에 오는 젊은이를 위해 혹시 계곡물에 휩
쓸리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정성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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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섬길 줄 아는 젊은이들이 많은 세
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박 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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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전환
- 여유로움이 주는 보너스 -

송 세 달

의원

오늘도 행사장에서 만나 인사 나눈 무수
히 많은 사람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들

리를 비우고 느긋하게 여유를 즐겨보고자
한다.

나름대로는 소중한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의
회 사무실을 찾은 민원인들, 잠시 눈을 감고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있노라니 주마등처럼 스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질문이 철학적

오늘도 여지없이 새하얗던 와이셔츠 깃은
어느새 땀으로 얼룩이 져있고 양복바지의
빳빳했던 날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늘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맘때면
언제나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다.
수첩 속엔 깨알 같은 글씨들로 칸이 메워
져있고, 일가친지와 가족의 대소사보다 바
깥일들이 우선이었던 2년여의 세월이었다.
몸이나 마음 무엇 하나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사치였던 것이다.
마치 투우사의 붉은 천을 쫓아 맹목적으
로 내달리는 鬪牛와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인 분석을 요구할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없
는 것임을 알게 된다.
특히 일에 지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
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산더미 같이 많은 일에 심신이 지친 사람
들은 때론 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쉬어야 한다.’
는 강박관념이 또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므로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의 타
성, 관습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
고 믿기 쉽다. 그러면 사람은 왜 그토록 일
을 해야 하는 것일까?

찐하게 우려낸 홍차가 오늘따라 더욱 쌉쌀
하게 미각을 자극하는 오후에 잠시나마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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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한다

송 세 달

사람은 욕망을 총족시키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사람이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육체적인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면 문화적
및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고 말한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

물론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란 엄격한 의

어 있는지 혹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구

미에 있어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성되어 있는지는 철학적으로 명분 있게 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서투른 일보다 기록

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갱신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마라톤 선수

다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의 일이 더욱 훌륭하고 값어치 있을 수도 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육체가 없는 영혼과

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이유는

같은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일의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말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정신이나 영혼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꿈을 성
취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단지 모든 인간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

사람이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여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은

육체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문화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이 된다. 우리

적 및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

가 일반적으로 일을 生業이라고 말하는 이

한 욕망들의 충족을‘자아실현’
이라고 말할

유도 여기에 있다.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자아실현을 충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주위에서 경제적으

족 시켜주는 것이 일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로는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고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같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은퇴하여 경제
재벌의 아들도 일을 하고, 어떤 과학자는

적으로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특별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바라지 않고 심혈을

한 욕망도 없는 실버세대를 흔히 볼 수 있

기울여 실험을 하고, 철학자는 인생문제를

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일 하기를 원

가지고 씨름을 하기도 한다.

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욕망 및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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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바로
일의 보람과 인생의 보람을 갖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

현, 이타심 이 세 가지를 일의 필요충분조건

을 위하여 전과 같이 혹은 더욱 열심히 일을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하려고 한다.

조건이 충족된 일을 하면서도 대인관계의
불화로 또는 지나친 경쟁의식만으로 생활의

그러므로 사람은 돈과 욕망 충족뿐만 아
니라 그가 사랑하는 가족, 사회, 국가, 더 나
아가 세계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있
다. 원래 일이란 시초부터 자기만을 위한 것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들을 볼 때면 과연 인간을‘생
각하는 동물(homo sapiens)’
이라고 한 말
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아니다. 일을 해서 얻는 물질적 및 문화
적 소득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노동

자기가 번 돈을 혼자 다 쓰는 경우에도 그

을 해야 하고, 정신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려

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면 계속해서 지식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는 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

일들이 이 모든 것을 충족해 주지는 못할지

므로 일이란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언정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결정지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는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정신을 희생시

일이 이웃에 대한 봉사나 사회에 대한 필

키거나 정신을 위해 육체를 전혀 돌보지 않

요성, 국가와 인류에 대한 공헌성을 전혀 가

는 것은 온전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단편적

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지 않

이며 지엽적인 삶일 뿐이다.

는 고급 거지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일이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삶을

란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동시에 돕는 행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바로 일의 보람

인 것이다.

과 인생의 보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행위와 자신의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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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송 세 달

경제적인 충족과 자아실현 또한 사회에 공

각의 전환을 가져다주고 영혼의 스트레스를

헌할 수 있는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해소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가끔은 누려봄

본다.

직 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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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용기를!

이 재 술

의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초등학교 4학년
까지 같이 다닌 용수란 친구가 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
다. 남보다 유달리 정이 많고 마음이 착한
친구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면
서도 칭찬은커녕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생활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겨울이면 학교 교실
을 따뜻하게 하기위해서 땔감을 마련하러
산으로 들로 다녔으며, 솔방울을 따거나 추
수 후 이삭을 줍고 금잔디 씨를 훑으러 가기
도 했다.
힘이 세고 나이가 두 살 많은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 많은 일을 했다.
특별히 나와 더 가까이 지낸 이유는 한 동
네에 살면서 농사철에 할 일이 많을 때면
‘김상’
이라고 불렸던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 일을 한달씩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 친하
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
을 하고 친구는 목공일을 배워 제법 많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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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아 부모님도 드리고 형님, 동생까지
도와주는 착한 친구였다.
친구가 스무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
시고 십년 쯤 뒤 어머님마저 돌아가셨다.
그리고 형님과 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
고.....
친구는 정붙일 곳이 없어서 월급을 받으
면 다방아가씨를 자취방으로 부르거나 술집
에 혼자 다니면서 방황으로 하루하루를 지
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작
업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친구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인 사람이, 착하고 온순한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화를 참지 못한 친구
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휘두른 목
공용 연장이 동료의 가슴을 찔러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친구는 살인죄로 10년 형을 받아 마산교
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다.

이 재 술

목공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도 감해지니까 열심히
배우면서 보람된 생활해야 돼.....

이런 사실을 뒤늦게 친구 형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는 친구는 이미 대구 교도소
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었다.
나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면회를 가야겠
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했으나 아무도 같
이 가려하지 않았다. 할 수없이 혼자서 면회
를 갔었다.

에서 돈을 꺼내니, 옆에 앉아 있던 교도관께
서 밖에 나가 신청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된
다고 가르쳐 주었다.
사식비 몇 만원을 넣어주고 나오는 내 마
음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보다 한결 가벼
웠다.
그리고 몇 년 후 친구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걱정
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서 그리 멀지 않은 사거리에서 리어카 노점
상을 차리고 과일을 팔기 시작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칠성시장에 가서
철따라 과일을 몇 상자 사가지고 와서 작은
소쿠리에 담아 놓고 몇 천 원씩 받고 팔았는
데, 지나가면서 보면 손님은 가끔 보이고 늘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철창을 마주하고 30여년 만에 만난 친구
는 죄를 짓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같이 보이
지 않았다.
“용수야, 친구 재술인데 알겠니?”
“그래, 어떻게 알고 왔노?”
“형수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 교도소 생활
은 어떠니?”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이 안에서 목공일
을 더 배워 자격증 취득하려고 한다.”
“용수 너 얼굴을 보니 편안해 보이는구나!
목공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모범적인 생활
을 하면 형도 감해지니까 열심히 배우면서
차를 타고 가다 사거리 신호등에 멈춰
보람된 생활해야 돼......, 그럼, 몇 년 뒤 고 건너편 친구가게 앞에 서서 창문을 열고
향 마을에서 보자.”하고 일어서는데 용수 “용수야!,”하고 부르면 친구는 빙그레 웃
말이“친구야! 나는 면회하러 올 사람이 없 으면서 무어라 반가운 마음을 얘기했다.
어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식을 좀 넣어주고
걸어서 친구 리어카 가게 옆을 지나 갈 때
가라”
고 했다.
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과일을 사주곤 했다.
나는 사식을 어떻게 넣어 주는지도 몰랐 과일이 조금 남아 있으면 나머지를 다 샀다.
고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줄도 몰라서 주머니 그러면 내 마음이 더욱 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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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도 용수는 사과, 배, 귤, 바나
나를 몇 소쿠리 리어카에 올려놓고 누구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과일을 다 팔지 못하면 영하의 추운 날씨
에도 늦은 밤까지 혼자 앉아 있었는데 과일
이 얼어 버릴까봐 내가 더 걱정이 되었다.
겨울옷 하나 제대로 없어 벌벌 떨고 있는
친구가 불쌍했던지 아내도 내가 입던 겨울
옷을 갖다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우리 집
양반 친구”
라고 얘기하면서 장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으나 친구의 장사는 좀처럼
잘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추운 겨울은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데 날
씨가 너무 추울 때는 집에 가지 않고 찜질방
에 가서 자곤 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있었다.
장사에도 도움이 되겠고 불이 옆에 있으
니 추위도 덜 할 것 같아서 마음은 놓였으나
장사는 여전히 신통찮았다.
이렇게 친구 용수 걱정에 늘 마음이 놓이
지 않았다.
나는 보다 못해 친구가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주려고 주위의 사업하시
는 분을 만나면 친구 사정 얘기를 하고 취직
부탁을 했다.
어느날 잘 아는 최사장님이 자기 공장에
서 허드레일을 시키면서 아침 점심을 제공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저녁도 주면서 급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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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 주겠다고 했다.
잘 됐다는 생각에 얼른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용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친구야, 아침에 공장에 와서 일을 해보니
도저히 더 못하겠다.”
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월급이 적니? 하는
일이 어렵니? 왜 못하겠다고 하니?”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
기만 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친구 리어카 가게는 다시 문이
열렸다.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미워 며칠을 가게
앞을 지나 갈 때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
나쳤는데 내 스스로 마음을 풀었다. 그리고
과일과 군고구마를 사고 주위 분들께 친구
얘기도 하면서 장사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겨울이 지난 어느 날 친구의 가게 문은
또 닫혔고 일주일 한달이 지나도 열리지 않
았다.
친구 형수님을 만나 알아보니
“의원님! 초등학교 친구 분 중 건설업을
하는 친구가 아지야를 데리고 갔어요.”
라고
했다. 그 친구 같으면 믿을 수 있어, 정말 고
맙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
달 쯤 지난 어느 날 친구 리어카 가게는 다
시 문이 열리고 용수는 그 옆에 멍하니 자리
를 지키고 있었다.

이 재 술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누구에게 얽매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차창을 내리고“용수야!”
라고 부르니 친구
는 미안해서인지 그냥 힘없이 빙그레 웃기
만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용수는 좀 부족
한 점이 있긴 했지만 활발하고 힘도 세었다.
용수가 왜 적응을 못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건설업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
보았더니“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직
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누
구에게 얽매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고 말하더라고 했다.
확 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오고가는 사
람 구경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친구에게는
좋았던 것 같았다.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서 집 앞 사거리
를 지나 갈 때면 친구를 불러보고 시선이 제
일 먼저 친구 리어카 가게로 갔었는데 몇 일
전부터 또 친구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동생도 도와주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한
형수님 병원비도 보태준다고 들었는데 왜
장사를 하지 않고 어디를 갔는지 궁금해서
친구 형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저녁
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갔더니 친구 형수님이

퇴원을 해서 마스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요즈음 친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었
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
아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일하러 다닌다고
했다.
규칙적이고 얽매인 생활을 싫어하는 친구
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것을 보면 장사
가 잘 되지 않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선택
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대구경제가 어렵고 건축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인력 시장에 나가 한 달에 며칠이나
일자리를 구할지 걱정이 앞선다.
용수 친구는 내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주위사람들에게 자랑
도 많이 했던 것 같던데, 나는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대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미안한 마
음만 가득하다.
내일은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번 만나보고 친구 마음이 변해 직장을 원하
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 번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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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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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정 순 천

의원

드디어 대구는 길고 길었던 겨울을 뒤로

임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

하고 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대운하사업을

15년 만에 그간 소외되었던 대구·경북을

통해 물길을 열고, 신공항을 통해 하늘 길을

연고로 하는 정부가 탄생하다보니, 지역은

열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

온갖 장밋빛 꿈에 젖어 수많은 정책들을 수

제 활로를 연다’
는 대구 경제 살리기 핵심

립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가 요즈음 펼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약속 중 한

다양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오랜 봄가뭄

반도대운하는 당분간 논의가 중단되겠지만,

끝에 단비를 만난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

지식경제자유구역은 구미에서 포항까지 이

이랑 다를 바가 없다.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

어져 거대한 산업·경제벨트의 중추기능을

이 봇물터지듯 펼쳐지고 있고 이를 지역민

대구가 담당하게 되며, 대구의 오랜 숙원이

의 지지를 업은 지역출신 대통령이 든든한

었던 국가과학산업단지는 대구시민에게 새

원군으로 지원하고 있다.

로운 생계의 터전으로 노동의 기회를 제공
하고 첨단산업도시로 대구는 변화하게 만들

그러나 최근 광우병 파동과 한반도대운하

것이다.

논쟁을 거치면서 대선 때 힘을 모았던 지역
여론이 분열되고 대구·경북의 근본적인 변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

화를 가져다 줄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

를 글로벌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

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

어 이들 정책만으로도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러한 기운은 대구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

첨단과학도시, 국제화된 도시로 커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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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이고, 이중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국책사업
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이다. 그밖에도 신

든 하겠다고 덤벼들고, 여전히 시민과의 공

천·금호강프로젝트, 이시아폴리스, 건강산

감대 형성은 도외시한 채,‘행정이 시민을

업도시 프로젝트, 테크노폴리스, 미래형

리더한다’
는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발상을

테마파크, 동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3

한다면 이로 인해 지역과 시민들이 겪어야

호선 건설 등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어느

할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하나 대구시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대역사
가 아닌 것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공약이긴 하지만, 시민들

그러나 열거한 거의 모든 사업이 국가의

의 여론은 분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

구시는 시민들을 설득할 어떤 내용도 가지

업이고, 이중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 않은 채, 또한, 정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

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민과의 공감대

져다 줄 국책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

를 형성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오로

지만, 대구시의 태도를 보면 자칫 대통령의

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폭적인 지원만 등에 업고 대구시민과의

공약에 대한 맹목적적 집행만 서두르고

공감대 형성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하

있다.

는 생각이 든다.
일단 하고난 뒤에 수습은 나중에 하겠다
이젠 전과 달리 대구에 엄청난 기회가 다

는 발상보다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

가왔고, 대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던 것이

4,000번 이상 상인을 만나고 설득한 이명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

박 대통령의 노력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다면 대구시 공무원도 앞으로 5년 동안 대

진정으로 대구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좋은

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 가에 대해 진지한 고

정책이라면 지역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그

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무엇이

과실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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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구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무엇을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는 욕심을 냈다면 이제는‘어떻게 하겠다’
는 욕심이 필요한 시기다.

한다. 이러한 노력은 없이 맹목적적으로 대

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령의 정책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겠
다는 배타적인 의지만 보이고, 지역여론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소홀히 한
다면 이는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구시가 15년만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
는 심정은 안다. 오랫동안 열매라곤 열리지
않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으니, 어
느 것인들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
는가?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솎아내는 지

그동안 대구는 웬만한 국가사업치고 대구

혜가 필요하다.

시가 명함 한번 안 내밀어 본 사업이 없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제대로 완벽하게 욕심을 채운 것은 하나도
없다. 정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서 불이익
을 봤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욕심을 내보지 못했다는 결
론도 나온다. 지역에서조차도 의문시하는
사업들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
다가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목실번자피기지, 피
기지자상기심(木實繁者披其枝, 披其枝者傷
其心)이란 글이 있다. 나무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를 부러지게 하고, 가지가 부러
지면 나무의 기둥을 해친다는 뜻이다. 대구
시가 하려고 하는 수많은 정책이 가지를 부
러지게 하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열매가 되
어서 대구 시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대구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과
거에는‘무엇을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는
욕심을 냈다면 이제는‘어떻게 하겠다’
는
욕심이 필요한 시기다. 기회도 왔고, 가능성
도 충분히 열려있다. 2011년 육상선수권대
회유치에서 보여준 대구의 숨겨진 저력을
이제는 마음껏 표현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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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봄은 왔다. 그러나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은 봄보다는 아지랑이 피어나고, 노
고지리 우지지는 진정한 대구의 봄을 기대
해 본다.

정 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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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밭의 연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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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함창 공갈못에~ / 연밥따는 저 큰 아가~

조상의 김메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듯

연밥줄밥~내 따주마~ / 이내 품에 잠자주소~

하고, 잔잔히 퍼지는 연꽃향에서는 옛사람

잠자기는 어렵잖소~ / 연밥따기 늦어가오~♬

의 뜨거운 숨길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 곳에
가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할머니가 생각난다.

공갈못에서 연밥을 놓고 연정을 호소하는
사내와 이를 받아넘기는 여인의 여유가 미

공갈못은 제천의림지와 김제벽골제와 함

소를 자아내게 하는 옛부터 경상북도 상주

께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을에 전해져 내려오는‘상주 연밥따는 노

오래된 저수지중의 하나인데 옛날에는 주변

래’
의 일부이다. 참으로 연꽃만큼이나 아름

의 산이 경계였다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

답고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가락이 아닐 수

로 거대한 저수지여서 용이 살고 있다는 전

없다.

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저수지에는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해 한창때에는 중국의

우리나라가 한때 융성했던 불교국가여서

전당호와 견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워서

인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조그만 늪지만

저승에 가도 공갈못을 구경 못했으면 이승

있으면 쉽게 연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

수많은 연꽃군락지중에서 수원의 방죽연,

러니 연꽃구경 하러온 처녀총각이나 연밥따

부여의 궁남지연, 해주의 부용담연 등이 유

는 아낙과 사내들이 연정을 표현하기에 이

명하지만, 우리겨레의 애환과 정서가 묻어

만한 장소가 또 있었으랴?

있는 상주함창의 공갈못 연과야 어찌 비교
할 수 있을까? 공갈못 못둑길을 걸으면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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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구도 연(蓮)에 관해서라면 전국적

최 문 찬

해마다 이맘때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7, 8월이면 장관을 이루는 연꽃을
보노라면 우리는 막상 그 꽃이 뿌리박고 있는 곳이 악취나는 물 고인 늪속
의 진흙밭이란 것을 금세 잊고 만다.

으로 유명하다. 무더운 여름날씨 때문인지

에 따라 바뀌는 색의 신비로움은 탄복할 지

는 몰라도 연꽃이 잘 자라서 연재배를 생업

경이다. 더욱이 서너장의 초라한 잎사귀로

으로 하는 마을이 많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생명력앞에서 저절로 고

달성군 하빈면에는 3만여평에 연을 키워

개가 숙여진다.

웰빙마을로 가꾼‘연빛나는 마을’
이 있고,
반야월에는 30여만평에 국내생산량의 절반

연꽃은 고대 은나라 때부터 이미 천계의

인 연간 3,000t의 연근을 생산하는‘전국

중앙이나 천자를 상징했으며 우리 고전에서

최대의 연근재배단지’
가 있을 정도이다.

는 효녀 심청이를 왕비로 환생시킨 꽃이기

그러나, 동서남북 연재배하는 곳은 많지

도 하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천년이라 해

만 도심에서는 좀처럼 연꽃을 보기가 쉽지

도 썩지 않고 기다린다는 연꽃! 꽃이지만 쉽

않다. 신천변을 따라 연을 심어놓는다면

게 만지기엔 뭔가 알 수 없는 위엄이 느껴지

7,8월이면 활짝 핀 연꽃은 물론이고 그윽한

는 꽃!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뭔가를 느끼게

연꽃향이 사방에 퍼져 삭막하고 무뚝뚝한

만드는 신비한 매력이 있는 연꽃! 그래서 부

대구시민의 마음을 흠뻑 적셔줄 수도 있지

처님께서는 이 꽃을 들고 사부대중에게 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의 가르침을 보이셨나보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7, 8월이면 장관을 이루는 연꽃을 보노라면

불교에서는 연꽃을 열가지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꽃으로 칭송한다.

우리는 막상 그 꽃이 뿌리박고 있는 곳이 악

첫째는, 이제염오(離諸染汚)라 하는데 연

취나는 물 고인 늪속의 진흙밭이란 것을 금

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세 잊고 만다. 어쩌면 저리도 자태 곱고 형

않으며, 주변을 탓하지 않고 고귀한 꽃을 피

언할 수 없는 빛을 띤 꽃이 있을까?

우니 보살(菩薩)의 청정함을 이에 비유한다.

쭉 뻗은 줄기에서 한송이 내민 꽃의 자태
의 절묘함도 그렇지만 시시각각 빛의 변화

둘째는, 불여악구(不與惡俱)라 하는데 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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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한 방울의 물방울도 머무르지 않고

데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해 세찬바

다 땅으로 돌려보내니 호불호(好不好)니 선

람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으니 보살의 마음

악(善惡)이니 구별치 않고 평등하게 본디로

을 이에 비유한다.

돌려보내는 보살의 보시(報施)를 이에 비유
한다.

여덟째는, 성숙청정(成熟淸淨)이라 하는
데 연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은 흐트러

셋째는, 계향충만(戒香充滿)이라 하는데
연꽃이 피면 주변의 모든 잡냄새가 없어지

짐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니 깨달음을 얻
은 보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니 있는 것만으로
도 주변을 정화하고 맑고 아름답게 하는 보
살의 행(行)을 이에 비유한다.

아홉째는, 견자개길(見者皆吉)이라 하는
데 연꽃을 꿈에 보면 길하고 보기만 하여도
즐거움을 주니 부처님의 삶과 다를 바 없다.

넷째는, 본체청정(本體淸淨) 또는 처염상
정(處染常淨)이라 하는데 연꽃은 더러운 진

열 번째는, 생이유상(生已有想)이라 하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줄기와 잎은

데 연꽃은 날 때부터 다르니 넓은 잎에 긴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하여 본래가 청정한

대, 흐트러짐 없는 연꽃은 새싹부터 다른 꽃

진여(眞如)를 이에 비유한다.

과 비유되니 본래의 자성을 이에 비유한다.

다섯째는, 면상희이(面相喜怡)라 하는데

이처럼 깊고 큰 의미를 지닌 꽃이 연꽃이다.

연꽃은 모양이 둥글고 원만하여 보는 이의

지역에서 세속오염의 극치라 할 정치에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니 연꽃의 원만

몸담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기엔 너무 고귀

(圓滿)함은 보살의 얼굴과 다를 바 없다.

한 꽃이어서 글로 옮기기에도 민망스럽지만
연꽃의 가르침이 불편부당하고 두루 원만하

여섯째는, 개부구족(開敷具足)이라 하는
데 연꽃은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 인과

니 때묻은 정치인이라고 가리지 않을 것 같
아 한번 인용해보았다.

응보(因果應報)의 진리(眞理)를 이에 비유한다.
연꽃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
일곱째는, 유연불삽(柔軟不澁)이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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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마련된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 연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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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늪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맑고 정

한 늪지를 맑고 향기롭게 정화시키는 청정

화된 물을 토해내 뭇 중생을 살리니 보살의

한 연꽃처럼 우리 의회가 아름다운 풀뿌리

살신성인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이 오염정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시민들의 사랑을 받

화 살신성인(汚染淨化 殺身成仁)이야 말로

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혼탁한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연꽃이
지닌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꽃은 그릇을 탓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릇의 크기에 따라 잎과 꽃을 맞춘다니 얼마
나 신기한가? 작은 그릇에 심으면 작게 피

그래서 연꽃을 보고 서원을 세워본다.

고 큰 그릇에 심어주면 크게 피는데, 만일

정치의 혼탁함 속에 빠져들지 않고, 진흙

방죽에 옮겨 심으면 한뿌리로도 방죽을 가

밭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으며, 탁

득 채운다고 한다.
의회의 상징으로 하기엔 너무 신성한 꽃
이지만, 매일 저 연꽃을 보면서 마음이라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의회입구에 연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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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케팅,
서둘러야 한다.
권

업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히타치 시의 부활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으기 시작했다.

건설이나 외자유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
의적인 도시마케팅의 결실이다. 도쿄 우에

1992년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협동으로
노 역에서 열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인 ‘히타치의 봄’
음악축제를 이어옴으로써, 이
구 16만의 소도시인 히타치 시는 한 때 철광 제 히타치 시민은‘음악시민’
이라고 불리고
산지로 유명했으나 철광업의 쇠퇴로 시 전

있을 뿐만 아니라 히타치 시는‘놀이와 창

체가 활기를 잃어 갔지만 환경오염지역으로

조의 도시’
라는 도시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낙인 찍혀 마땅한 발전방안 조차 마련하지

굳히기에 이르렀다.

못하고 표류했다.

음울하고 스산한 폐광산 도시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미국의 아스펜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

1)
들이 연중 방문하
나 수많은‘바그네리안’

환을 통해 수립된 전략은 역세권 재개발사

는 독일의 바이로이트처럼 음악의 명소가

업을 주무대로 하여 음악을 소재로 한 문화

된 것은 독창적인 도시발전전략의 효과를

마케팅이었다. 역세권 재개발은 쾌적한 거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디자인이라는 관
점에서 추진되었고, 시민 중심의 음악 이벤

지난 1993년 이래 지역총생산(GDP)이 전

트는 히타치시빅센터가 주축으로 개최되어

국 16개 지자체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전역에서 화제를 모

대구의 현 주소는 히타치 시의 과거와 크게

1)「니벨룽겐의 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로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기리는 사람들의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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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재구축을 목표로, 지역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반의 확충과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및 성장
잠재력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르지 않다.

자유구역의 지정,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

현재 대구지역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리스, 신서동 혁신도시 및 성서5차단지의

분석하면, 지난 60년 대 이른바 개발연대

조성사업 등은 현재까지 나타난 가시적인

이후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섬유산업은 격변

성과이다.

해온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자
기혁신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단기적인 수출
경기변화에 희노애락을 거듭하는 상황에 처
해있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기계·부품산
업은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내생적 성장엔진 장착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사이클상 이들 지역 전략산업을 보
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IT,
BT 등 신기술산업의 성장은 지연되고 있어,

문제는 이들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와 산
업인프라 및 신규 산업용지 확충사업이 최
종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유치 활성화와 방문객
흡인력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
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아파트처럼 입주기업이 없는 산업단지, 이

전체적으로 활력이 모자라고 경기변동에 취

용객이 적어 한산한 국제공항, 관광객이 뜸

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는 사업의 유치와 단지의 조성과 동시에 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동남권 중추도
시로서의 역할재구축을 목표로, 지역 전통

시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반의 확충
과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케팅이 상품을 매개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도시마케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팅은 도시라는 상품을 매개로 타 지역의 정

건설,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2011년

부나 기업, 혹은 개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 지식기반 경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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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 경쟁시장에 도시
라는 상품을 갖고 이들 고객들의 선택을 유

는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
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이다.

도한다. 고객들의 선택은 도시의 선택이다.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2)이 진행되

도시의 선택은 거주지 혹은 관광지의 결정

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에서부터 투자나 기업입지(habitat)로 나타

탈산업화, 탈국가화현상이 급속히 확산되

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구매라는

고, 포스트포디즘이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영역까지 침투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대

조절양식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탈조절화

한 투자나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조성이 지역

(deregulation) 현상을 탄생배경으로 하고

발전의 밀고 나가는 힘(push)이라면 도시마

있다.

케팅은 글로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pull)
이다. 예컨대 뉴욕주의 브랜드 슬로건인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I ♥ NY」은 슬럼화된 대도시 환경과 높은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지역경쟁력

범죄율로 얼룩진 뉴욕의 이미지를 크게 개

을 강화하는 기업가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

선하고 독특한 타이포그래피가 의류 등 다

작했고, 적극적으로 역외 기업과 자본을 유

양한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치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세제

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또한 뉴욕주 전체의

지원을 통해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브랜드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 문화컨텐

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츠,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서 거주수요를

더구나 기업활동이 세계화되고 국경이 큰

제고하고 이에 따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

의미를 갖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하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

도시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되며 도시간 경쟁, 마케팅 경쟁을 피할 수

2) 과거 포디즘이 포드자동차에서 모델 T를 생산할 때 미숙련 노동자를 투입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했던 경직된 대량 생산 라인 중심의
생산양식이었다면, 포스트포디즘은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범용 기계와 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혁신적인 생산 체제를
강조한다. 또한 분업을 최소화시켜 직무를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보다 인간적인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데 고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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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 것이다. 도시를 마케팅하려는 노력

이다.

은 도시선전주의(city boosterism)를 핵심

도시는 도시가 가진 물리적 공간을 근간

으로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도

으로 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이 집

시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킨 이미지를 홍보

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역사성이 내재된

함으로써 기업과 자본, 투자와 관광객, 이주

독특한 장소이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은 도

자 및 방문객을 도시 내로 유인하고자 도시

시가 가진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를 가치 패키지화하는 전략으로 발전했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공간 환경
과 가치패키지를 구성하여 공간 이용을 촉

과거 올림픽 게임이나 월드컵대회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개최지를 홍보하던 방식이

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가 가진 모든 기
능과 특성, 나아가 역사까지 도시마케팅의
대상인 상품이 된다. 다만 기업처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eship)3)을 추구하되 기

도시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업경영과 다른점은 도시마케팅은 상업적 이

도시마케팅은 두 가지 운영원칙을 갖는다.

윤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의 발전과

첫째, 도시마케팅은 고객지향적 가치에 초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점을 둔다.
도시주민, 기업, 잠재적 투자자와 관광객
들의 욕구(needs)와 필요(wants)에 근거하
여 편익을 개발하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마케팅의 각 단계인 시장조사, 상품개
발, 판매 및 홍보 기능에서 고객지향성이 철
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004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민들의 의
견수렴과정을 거쳐 대구시의 브랜드슬로건
으로「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
가결
정되었다. 컬러풀 대구는 색채가 다양한, 다
채로움을 의미하며 젊고, 밝고, 멋지고, 화
려하고,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공하여 다
양한 모습의 발전적인 대구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도시마케팅은 공간이용의 촉진을

대구시의 전통산업이자 미래를 향한 전

목표로 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략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을 이미지화하는

3)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
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혁신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① 신제품 개발, ② 새
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신시장 개척, ④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⑤ 새로운 조직의 형성, ⑥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지적하였다. 전
통적인 의미의 기업가정신 역시 슘페터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
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전통적 개념의 기업가정신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정신에 ① 고객제일주의, ② 산업보국, ③
인재 양성, ④ 공정한 경쟁, ⑤ 근로자 후생복지, ⑥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겸비한 기업가를 진정한 기업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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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은 이미 고객과 시장의 개념을 요구하
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의 행정과는 다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앞으로 성장동력이 될 IT산업과 IT

이들 4가지 전략도구를 적절히 믹스하여

와 BT의 융합기술산업, 게임과 모바일컨텐

도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패키지를 구

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 등의 산

성하는 것이다. 실제 해외 도시마케팅 성공

업적 다양성과 이들 산업적 역동성의 바탕

사례를 분석해보면, 도시마케팅믹스 전략의

이 되는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를 함축적으

요체는 다음과 같다.

로 나타낸다.
도시마케팅에서 비교적 후발주자였던 대
구시가 글로벌시장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첫째, 산업시설과 인적자원을 포함한 각
종 산업자원의 비교우위성,
둘째,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다양한 교통
체계를 통한 도시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의
비교우위성,

하지만 브랜드 슬로건은 여러 가지 마케
팅수단을 활성화하고 이들 수단간 시너지효

셋째, 입지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세금, 보조금, 지대, 물가의 비교우위성,

과를 촉발하기 위한 이미지 형성의 첨병적

넷째, 서비스의 공급과 편의성, 환경친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시마케팅의 전부는

적, 문화적 도시인프라의 타 시도에 대한 경

아니다.

쟁적 강점을 평가한 후 정확하게 설정해야

따라서 브랜드 슬로건이 제 기능을 하기

한다.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그림 1>과 같은 도시

마지막으로, 앞의 네 가지 강점에 대한 홍

마케팅수단을 설정해야 한다. 마케팅 분야

보수단, 이를테면 매체광고, 문화행사, 스포

에서 4P
‘s로 불리는 도시상품(product: 도

츠이벤트 등을 개발하여 도시의 경쟁우위를

시자원/인프라/문화 등), 입지에 따라 지불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

해야 할 가격(price: 세금, 거주비용, 임금

경우에 따라서 특정부문의 경쟁우위가 현

등), 도시상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place:

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확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촉진(promotion: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한 명확하고 신뢰

광고, 홍보, PR)이 도시마케팅수단 혹은 마

감 주는 발전비전의 제시를 통해서도 글로

케팅전략 도구이다.

벌고객의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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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마케팅 믹스시스템
도시상품
도시정체성/문화
도시자원/인프라

가격

목표시장

도시내의 제비용
(세금, 거주비용,
임금)

- 투자자
- 관광객
-시 민

유통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촉진
광고, PR, 홍보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은 이미

더구나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과 미래 발

고객과 시장의 개념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

전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도시 인프라

자치단체들은 과거의 행정과는 다른 대응이

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개발 중인 이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을 경영하는

도시상품들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도시마케

새로운 전략으로서 도시마케팅은 기본적으

팅은 필수불가결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기

로 지방정부 부문에 기업가정신과 고객만족

업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행적

경영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함

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과

과 동시에,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써 지역의 글로벌 매력도를 높이자는 것
이다.

대구마케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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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재생의
단계적 전략
김 타 열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풍성한 구호와 빈약한 수단

용두사미로 끝나기가 십상이다. 우리나라

최근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유

도심정책의 지원수단은 미약한 수준이다.

행하는 용어가 도시재생이다. 2006년 7월

도심정책의 화려한 비전보다는 실천 가능성

에 발효된‘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을 계기

이 더 중요하다. 대구 도심정책의 수립은 도

로 선진 외국서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심재생제도에 맞추어 실천성을 확보할 수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도 주요한 의제로 등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2. 도심재생 지원제도의 국내외 비교

는 도심이 주 대상이 되면서‘도심재생’
으

도시재생을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한 나라

로 일컬어지고 이것이 대구에서는 도심을

의 예로 영국을 많이 든다. 1970년대 초반

새로 만든다는 의미인‘도심재창조’
라는 용

부터 중화학공업의 산업기반이 붕괴하면서

어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대

대부분 영국의 도시들은 쇠퇴문제가 심각한

구의 도심정책은 장밋빛 미래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상태였다. 1977년 영국은 내부도시정책
(Policy of the Inner-city)을 발표하면서

6가지의 기본원칙을 천명했는데 그 가운데
도심정책은 기성시가지 정비가 주관심사 ‘정부시책에서 내부도시정책이 최우선 한
이므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시행이 어 다’
는 것을 제1항으로 제시한 점을 보아서
렵다. 그래서 공공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
우가 대부분이다. 도심정책은 내용이 충실
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수단이 따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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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중심시가지의 쇠퇴가 핵심적
인 정책이슈이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 20년
까지 별 진전이 없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

김 타 열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정비촉진법’
은 도심재생의 지원제도로서는 미약한 수준이다.
핵심적인 지원이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밀도를 완화하여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도심재생사업 시행의 성공은 사업의 경제성 확보
에 달려있다.
터 예산지원과 사업시행의 제도를 개선하면
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심재생 지원제도로는‘도시재
정비촉진특별법’
이 유일하고 조례 수준에서

도심재생이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

는 도청 혹은 시청을 이전한 후 원도심을 지

심의 낮은 지가라고도 한다. 낮은 지가는 쇠

원하는 조례(예,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 시

퇴 정도의 반영이기도 하고 토지매입이 용

행)가 있는 정도이다.‘도시재정비촉진법’

이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은 도심재생의 지원제도로서는 미약한 수준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이다. 핵심적인 지원이 용도지역 변경 등 개
발밀도를 완화하여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일본은 중소도시의 도심부 쇠퇴문제가 주
요한 이슈가 되면서 1998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중앙정부가
연간 예산으로 1조엔을 배정하는 획기적인

높여주는 것이다. 도심재생사업 시행의 성
공은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달려있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고 중
소규모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현재 대구 정도의 규모는 주거환경정비사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치단체 사이에

업에서는 사업성이 가능한 수준이나 도심재

배분을 중심으로 집행하면서 성과달성에 문

개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

제가 있었다. 2006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기

험에서 공공자금의 지원은 도심재생에 필수

본계획의 인증제도와 사업집행의 평가체제

적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

를 도입하여 엄격한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의한 도심재생의 유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층별로 이 업무를 담당할

특히 기성시가지 노후화가 우리나라 대부분

행정조직을 갖추고 수상실의 본부가 이들을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이어서 모든 도시가

직접 감독하는 집행체제를 도입하였다. 중

도심재생의 대상이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가까운 미래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도심재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 분

생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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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재생의 목적과 방향

을 수행하고 있다.

도심이 쇠퇴하는 것은 산업화 국가에서는
일반적 현상이다. 미국이 1960년대 그리고
일본이 1970년대 쇼핑센타가 교외로 이동

도심의 재생 목표는 일반적으로 먼저 상
업기능의 활성화이다.

하면서 도심쇠퇴가 시작하였다. 도심쇠퇴가

도심의 가장 지배적 기능은 상업업무기능

등장하는 이들 나라 당시의 공통적인 특성

이고 도시 전체에서 지배력이 높을수록 중

은 자동차 보유율이 높고 신시가지개발로

심성이 높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업 분산과

인한 교외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된 시점

도심상업의 수직화 성향으로 상업지 면적

이다.

축소가 불가피하고 기존 일부 상업지는 용

외곽지역은 자동차교통에 유리하기 때문

도 변경이 필요하다.

에 상업과 인구가 집중하여 발전한다. 도심
부는 도시시설과 구조물이 불량하고 노후화
하여 인구감소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상업과
업무활동도 감소하는 경제적 쇠퇴현상을 초
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도 대부분 1990년대 중반부
터는 도심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시장기능에 따라 쇠퇴하는 도
심부를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 그러나 도심의 활력과 통합력이 도시발

두 번째의 목표는 시가지의 물리적 여건
개선이다.
시가지의 열악한 정비수준은 도심 쇠퇴의
직접적 요인이다. 대구 도심은 과소필지와
협소한 가로에 접한 필지의 비율이 높다. 시
가지 정비 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상업지
시가지정비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공공지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문이다.

전의 근간이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70%이상이 시가지
의 외연 확장과 함께 도심을 신시가지로 이
동하는 신도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의 목표는 도심 주거기능의 활성
화이다.
과거 1990년 중반까지는 도심외곽으로 상

신도심 정책으로 구도심이 방치되기도 한다.

업용지가 확대하였으나 도심쇠퇴기인 1990

그러나 대구는 도심이 지리적인 중심에

년대 중반 이후는 상업용지가 축소되는 성

위치하고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
고 있어 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한편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의 중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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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에서 상업지면적이 축소되면 불가피
하게 주거지면적의 확장이 뒤따른다.

김 타 열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그러나 노후한 건물과 낮은 인구밀도 때

특히 도심재생은 자율적 시장기능으로는

문에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자발적인 인구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정도에

유인이 어렵다. 과소하게 이용되는 도심과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원

도심 언저리에 주거기능을 적극 유도하는

제도가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시책이 요청된다.

시책은 실천가능성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의 목표는 도시의 정체성과 전통
성의 고양이다.

실천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 전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정체

현제도에서 운영이 가능한 경우와 도시

성의 확보와 통합의 구심력으로서 가치가

차원에서 새로운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한

크다. 대구 도심은 대구 생성의 뿌리이고 대

경우 그리고 현재의 법률체제에서 운용이

구 역사를 투영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

불가능한 경우로 실천성의 등급이 구분된다.

다. 도심은 전통의 구심점과 문화의 중심지
로서 가치가 있다.

시책의 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지원의 정도
에 따라 실천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존 제

4. 도심재생 정책의 단계화 전략

도의 틀 안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수록

도시재생에 동원될 수 있는 시책들은 많

실천성이 높고(예: 주택재개발사업) 반면 경

이 있으나 효과성과 실천성의 평가를 거쳐

제성이 낮으면 실천성이 낮게 평가된다(예:

적절한 시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경제성이 낮아도 공공

효과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이다.

지원이 높으면 실천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시책을 집행한 후에는 효과성이 객관적으로
측정되지만 시책 채택과정에서 효과성 평가
는 주관적일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험과 대구 실태에 근거한
전문가집단의 토론을 통해서 대구 도심재생
에서 중요성이 높은 시책들을 채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시책의 실천성은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과 함께 제도적 타당성이 중요하다.

시책의 실천가능성과 효과성에 근거하여
도심재생전략을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
능하다. 5단계별 구체적인 시책들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제 1단계는 기존의 제도에서 시행이 가능
하고 시장경제에서도 운용이 될 수 있는 시
책들을 채택하는 전략이다.
행정적 의지와 지원만으로도 당장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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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도심재생에도 비교적 효과성이 높

용지출이 과다하여 중단기적 차원에서 채택

은 시책들이다. 도심재생의 제1단계에 채택

이 어려운 시책들을 포함한다.

하는 전략에는 주거기능의 적극적 유도와
전통성과 문화의 구심력 증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시책은 국가적 차원과 도시적 차
원에서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접근해야 한
다. 도심업무기능의 활성화와 도심상업의

제 2단계는 제도의 정비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도심재생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
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단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극적 추진
이 가능한 경우이다. 시가지 기반여건의 개
선과 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가 주요 목표
이다.

종합적 정비는 대구 도심재생의 장기적 목
표에 해당된다.
<표-1> 도시재생의 단계별 전략
제 1단계 : 기존 제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의 적극적 추진
1) 주거기능의 유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의 적극적 시행
주상복합 등 도심형 주거기능의 유도
2) 전통성과 문화의 구심력 증대
주요지점(국채보상기념공원 등 도시형 공원과 주요 가
로)에서 축제, 음악회 등 이벤트 개최

제 3단계는 재정소요가 크지만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필히 채택해야 할 전략이다.
자체 예산으로 시행이 어렵고 외부의 재

전통건축물 및 문화재의 보존
제 2단계 : 제도의 정비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도심재생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의 추진
3) 시가지 기반여건의 개선

정 후원이 필요하므로 중기계획에서 전략적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으로 선택해야 할 시책이다. 시가지의 개발

보행환경개선 및 시설확충

여건 정비와 역사문화환경의 조성 등이 시
책의 목표이다.

주요 보행거점과 보행축 형성
4) 상업기능의 활성화
전문특화거리의 육성
기존 특화상업의 육성
주요 쇼핑축 형성

제 4단계는 도심재생의 효과가 간접적이
고 장기적이나 자금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 차원에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책을
채택한다.
도심부의 주거지원 기능 확충은 주거기능
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투자에 비
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업무 혹은 쇼핑 전문지구의 육성
상인단체의 활성화와 상업활성화 의식 함양
제 3단계 :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 도심재생 사업
5) 시가지 개발여건 정비
도심재개발의 장려
소로·세로 등 가로망 정비사업
6) 역사문화환경의 조성
공공문화시설(미술관, 전시관, 전용극장, 도서관)등의 확충
봉산문화거리 등 역사·문화 공간의 확충
대구읍성 복원 등 역사적 가로경관의 보전
제 4단계 : 중기적 관점에서 선택적 사업추진

제 5단계는 현 제도와 시장여건에서는 비

7) 중심부 주거기능 지원시설 확충
주거기능 향상을 위한 소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교육 등 주거편익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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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에는 먼저 도심의 장밋빛청사진의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초첨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내용이 단계별 시책의 전략으로 구성되어야 실천성을 높일 수
있다.
효과성이 높은 시책의 채택이고, 제 2단계
제 5단계 : 장기적인 정책과제
8) 도심업무기능의 활성화
도심의 구심적 랜드마크 조성
업무용 건물의 유치
벤처빌딩 등 복합건물 유치
IT, 영상, 음반 등 문화시설의 유치
9) 도심상업의 종합적 정비
부적격 업종의 이전
역사문화시설의 보존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는 제도의 정비와 행정적 지원을 통한 도심
재생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책, 제 3단계는
재정 소요가 커 재정충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시책이다. 제 4단계는 중기적인 관점에
서 채택하는 시책이고 제 5단계는 현재의
낮은 타당성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시책이다.

5. 결

론

도심재생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심재생 제도는 걸음마
단계이다. 영국은 중심시가지 쇠퇴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 후 20년이 경과한

종합계획의 수립에는 먼저 도심의 장밋빛

다음 어느 정도 체제정비가 되었고, 일본은

청사진의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초점을 둘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체계로서 중심시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중

지활성화기본계획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점을 두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내용이 단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논의

별 시책의 전략으로 구성되어야 실천성을

만 무성하고 실천수단은 매우 빈약한 수준

높일 수 있다.

이다. 실천력 있는 시책의 준비를 통해서 도

제 1단계는 기존 제도에서 시행할 수 있고

심재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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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칙(正則)준수를 우리사회의
근간(根幹)으로 삼자.
오 세 창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05년 세계 총 무역액 중 FTA에 의한

이처럼 이제 FTA는 국가라면 글로벌 시

무역비중이 55%를 점할 정도로 전 세계적

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등장

으로 하나의 유행병처럼 확대되고 있는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당

FTA의 경우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

면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전통적

요성을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우 정보의 부

인 가치관에 뿌리를 둔 정칙준수가 아닌가

족과 FTA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

생각된다.

족한 것이 사실이다.
재화, 용역, 노동, 자본 등이 일정하게 국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FTA를 활

제적으로 통합되는 세계화, 즉 국제화시대

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FTA상대국 관세

를 가속화시키는 Internetism 시대에 살고

율 인하를, 무관세등 특혜관세를, 완제품 수

있지만 점령군 인상을 강하게 각인시킨 인

출입선의 전환을,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수위의 모습, 대통령의 각료나 비서관 임명

부품소재 수입선의 전환을, 원산지 기준 충

의 모습, 정부수립 이후 희한한 여당의 공천

족을 위한 국내조달·생산전환을, 개성공단

모습, 대통령의 리더십 모습, 쇠고기 협상의

활용을 통한 역외가공 기준활용을, 글로벌

모습 등 국민의 여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FTA활용을,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 유치

정부의 모습에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임에도

를, FTA체결국으로 해외직접투자처 이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외면하고 있다.

을, FTA허브형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통한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기회주의 잔재들이

새로운 기업경영 등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

앞장서서 구태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고 있다.

들을 발본색원하는 길은 정칙준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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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무역구조, 자본구조, 경제구조 자체가 해외 의존적 구조 속에서
경제성장 일변도의 올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 고유한 정신 유산인 윤리,
도덕적인 인성면의 경시풍조는 싹트기 시작하였다.

의 반복이 계속될 것인가?
세계 200여개 국가들 가운데 경제 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면 병든 육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은 임상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검증된 사실
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은 도대

우리의 사회는 비록 가난하긴 하였어도

체 변하지 아니하고 구태가 정착화 되는 듯

윤리·도덕을 중요한 덕목이자 가정과 사회

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의 버팀목으로 하는 정신면을, 다른 말로 하
면 정칙 준수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이어

우리사회의 이러한 국면은 보는 이에 따

갈 수 있었고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칙

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말할 수

준수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사

있을 것이다. 필자의 좁은 소견에서 우리사

회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 대신

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싶다.

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정칙
적인 현실이 우리의 가정·사회·교육·국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무래도 조국

가의 모습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겠다.
산업구조, 무역구조, 자본구조, 경제구조

사회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체가 해외 의존적 구조 속에서 경제성장

부터 정칙준수문화를 벗어나 속된 문화에

일변도의 올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 고

길들인 우리의 자녀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유한 정신 유산인 윤리, 도덕적인 인성면의

따라 개선은 커녕 더욱 저속한 문화에 고정

경시풍조는 싹트기 시작하였다.

되어 가고 있음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육체가 경제라면 영혼은

모두가 아니라 해도 가정에서 비정칙적인

정신이다. 영과 육이 균형을 기하거나 경우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의 장래 꿈나무들은

에 따라서 영이 강할 때 약한 육체를 극복할

올바른 윤리·도덕에 뿌리를 둔 가치관에

수 있다. 그러나 균형을 상실하거나 육체적

입각한 올바른 꿈을 가진 꿈나무들이 되지

인 것만 강조하다보면 갖가지 현대병에 영

못한 체 사회에 진출되고 이들이 각계각층

락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신이 건강하

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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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기업들도 멀리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신의성실로 극복하면 언젠
가는 도움의 행운이 그들의 곁에 찾아 올 것이다.

는 길은 이제부터라도 가정을, 교육기관을,

도 멀리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신의성실로

사회를, 국가를,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구

극복하면 언젠가는 도움의 행운이 그들의

성인들이 정칙준수를 가정의, 교육의, 사회

곁에 찾아 올 것이다.

와 국가운영의 변하지도 변해서도 아니 되
는 기본철학으로 삼아야겠다.

사실상의 정직이 모든 법의 기초이듯이
사회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가운

FTA가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

데 가정·교육·종교·사회·국가 환경이

켜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중요하고 그 중심이 사람 일찐대 이들의 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FTA에 임하는

치관은 정칙준수에 두어야 한다. 올바른 가

자세와 FTA체결 후에 그 부정적인 면을 정

치관이 지배하는 환경 하에서 올바른 꿈을

확히 파악하고 국익을 우선한 정칙준수에

가지게 되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입각하여 임해야 그 후유증을 최소화 내지

실현되었을 때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됨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알면서도, 외치는 자가 많건만은 실천이
없으니 공허한 메아리만 풍성할 뿐이다.

대구의 대외무역업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구심

공허하고 요란한 허풍은 국제사회 어디에

점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

서도 통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

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하루가 멀

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망한 가치관

다 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들

을 자손만대 우리의 가정의, 교육의, 사회

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원칙을 지키고 신

의, 국가의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 줄 것인

의성실로 기업을 하다 도산한 경우 다른 기

가? 아니면 정칙준수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

업과 사회가 보증이 되어 그들을 도산에서

회풍조를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 줄 것인가

일어서게 한다. 이러한 기업의 유일한 자산

를 모든 지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되

은 신의성실이라는 정칙을 지킨 것이고 그

씹어 보아야 할 최후의 선택이다.

덕분에 일어서게 된 것이다. 대구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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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권이 함께 거대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게

21세기는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은

쟁력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시대가 될 것

거대한 자석(磁石)에 빨려들 가능성마저 크

이다. 그리고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기 때문이다.

라는 울타리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

몇 해 전부터 대구와 경북은 광역경제권

니라 세계로 열린 공간체계 속에서 결정된다.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경북의 공동

대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
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경쟁력
우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
아의 다른 대도시권(예: 일본의 나고야 대도
시권, 관서지역, 큐슈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경제통합 방안을 꾸
준히 연구하고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
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하
여 인구 500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5+2’광역경제권 구상이 새로운 국토정책
의 틀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광역경제권

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가

구상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이 세계 지역들과

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직접 경쟁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기

건설로 인한 충청권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때문에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경

결국 기존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충

제권 단위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청권과 강원권을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초광

한다는 것이다.

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것

북, 강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

으로 보이는 광역경제권간의 글로벌 경쟁력

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및 강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개별 광역경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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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옥상녹화가 잘 된 건물은 경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가 주는
에서 경쟁력우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다른 대도시권
쾌적함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금 국제적 인프라 확충, 광역 산업클러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

스터 구축,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중추관

라와 달리 오사까나 나고야와 같은 지방경

리기능 강화, 광역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의

제권이 여전히 경제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

도 간사이공항과 주부공항과 같은 지방 국

구경북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대구의

제공항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광역교통체계

인다.

구축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들어 국제물류에서 항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제품의 경우 무게

2.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항공교통망
의 확충
대구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
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로 통하는‘하늘 길’

와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어서 국제교역
이 해운보다는 항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산업이 전자·

을 여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며, 영남권 신국

정보통신산업임을 감안하면 영남권 신국제

제공항의 건설과 항공교통망의 확충이 가장

공항 건설과 항공교통망의 확충은 매우 긴

시급한 과제이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광

요하다.

역경제권의 성공적 형성은 세계와 인적 및

현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에서 생산되는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공항과 항

많은 첨단산업제품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

만에의 접근성에 의존한다. 특히 대구경북

해 국제물류가 처리됨으로써 연간 약 860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

억원(2006년 기준)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손

해서는 여객과 국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

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웅

할 수 있는 국제공항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

기, 2008, p. 23).

하다.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지역으로부터 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여행과 교역의 증가

는 관광객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의 유치와

로 말미암아 국제공항의 경우 one-port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의 건

system에서 two-port system으로 전환

설과 항공교통망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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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

궁극적으로 영남권 신국제공항이 구심점이

남 무안(산업교역형)의 경우 국제공항의 건

되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과 동남권(부산,

설과 함께 중국의 첨단기업 유치와 중국과

울산, 경남)의 경제적 통합을 통한 초광역경

의 교역 및 관광객 유치에 1차적 목표를 두

제권의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대구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국제공
항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입지요인이
된다.

3. 고속철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광
역전철의 확충
대구경북 광역경제권내 기존의 경부축과
그 주변지역은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대구공항(K-2 공항)은 대구도심과

중단거리 연계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인접한 입지적 여건상 확장이 불가능하며,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현재의 동대구역

군사공항과 함께 있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건설될 고속철도역(구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이전이 불

미·김천, 경주)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

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건설되는

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도로, 대중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이 가진

교통)를 구축함으로써 고속철도 운행의 파

국내항공노선을 포함하여야 하고, 대구로부

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터 1시간 거리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광역경제권내 도시간 교통수요
가 많은 김천-구미-칠곡-대구-경산-청

항공 위주의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가 구

도-밀양 구간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축될 경우 환황해권이나 환동해권의 구분도

공사(대구-부산 구간)가 완공될 경우 기존

의미가 없게 된다.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이

경부선 철도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광역

국제공항의 건설과 항공교통망의 확충에 최

전철의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여 김천-구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제물

미-칠곡-대구-경산-청도-밀양 축에 있는

류에서 항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

도시들 간의 공간적 분업을 용이케 하고,

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남권 신국

상생발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

제공항의 건설을 통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구선 노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을 통해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포함

경산-영천-경주-포항 구간도 광역전철의

하는 영남권 전체(인구규모 1,300만명)의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컨대 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울과 천안을 연결하는 전철의 운행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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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 충청권(천안)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서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 경우 경기도와 인접한 외곽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예: 구파발역, 도봉산역)의 역세권

4.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한 도시철도
의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건설
현재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는 2개 노선(1
호선, 2호선)이 대구시 행정구역내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2호선의 경우는 경산 영남

에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복합환승센터에는 주차장, 자전거 보
관시설은 물론이고 보육시설, 판매시설, 호
텔 등도 함께 유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함께 지하철 이용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까지 연장노선이 건설 중이다. 대구 도시
철도 3호선은 현재 노선이 결정되어 건설이
추진 중이며, 도시철도 1, 2호선이 중량(中

5.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광역환승센터
건설

量)전철임에 반해 3호선은 경량(輕量)전철

대구 광역도시권의 광역교통 허브(hub)로

의 일종인 모노레일로 시스템이 결정되어

서 동대구역세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동

있는 상태이다.

대구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선도시설로 광역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 및 운영비용이 많

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소요되므로 교통수요가 사업의 타당성에

경부고속철도(KTX)의 개통(2004. 4)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따른 광역교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서 향후 교통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

재 동대구역과 역세권은 교통 허브로서의

으로 예상되는 대구 광역도시권에서 현재

기능이 미흡하다. 동대구역은 영남권의 대

운영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 중인 도시철도

표적인 고속철도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1, 2, 3호선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히 철도의 승하차 기능만 수행할 뿐, 지원기

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확정된 대구경북 경

능이 미흡하고, 동대구역과 인접하여 고속

제자유구역 내에서 교통수요가 집중적으로

버스 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연결하

별로 터미널이 흩어져 있으며, 상호 접근성

는 도시철도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불량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한편 도시철도의 노선길이가 길어질수록

동대구역은 대구공항의 쇠퇴와 함께 대구

외곽지역이나 주변도시로부터 들어오는 길

의 관문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목의 도시철도역세권에는 복합환승센터를

현재의 동대구역 주변지역은 계획적인 개발

건설하여 도시철도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고

의 부재로 말미암아 편의시설과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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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광역환승센터 건설이며, 고속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신교통수단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시설이 부재하거나 극히 낙후되어 있다. 현

된 효율적인 환승교통체계 구축이 핵심과제

재 동대구역 주변지역은 여관, 게임방, 음식

이다. 고속철도역사,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

점 등만이 산재하여 있고, 고급문화시설이

널, 시내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차장,

나 업무지원시설은 거의 없어 변화하는 철

박차공간, 환승시설, 대기시설, 휴식 및 편

도역사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공간 등이 집적된 다기능 교통시설의 설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즈니스 지

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나고야역 종합교통

원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영화관, 전시

센터 및 역세권 개발을 들 수 있다. 2000년

장, 회의장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한

준공된 나고야역사 건물은 세계에서 제일

곳에 입주시켜 시민과 철도이용자들의 편리

높고 큰 역사 건물이다. 나고야역사는 일본

성을 도모해야 한다.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복합터미널로 JR 名
鐵(나고야철도), 近鐵(킨키철도) 등으로 일

6. 맺는말

본 주요도시와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구 500만 이

근접 현의 도시로는 東海道新幹線, 東海道

상의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력을

本線, 西本線, 中央線 등 주요간선을 통해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5+2’
광역경제권 구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며, 철도뿐만 아니라

상이 새로운 국토정책의 틀로 제시되었다.

고속버스와 시내 및 시외버스 승하차가 가

광역경제권 구상의 핵심은 기존의 행정구역

능한 복합 버스터미널 조성으로 효율적인

을 초월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확보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경

즈니스지원시설의 도입과 one-stop 지원

우도 경북과 함께, 나아가 부산, 울산, 경남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이

을 포함하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된

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 및 생활 공간을 형성해야 도시의 경쟁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광역

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환승센터 건설이며, 고속철도, 고속 및 시외

대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신교통수단과 연계

체계 구축의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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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립형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을 전제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남권 신국

한 공간적 분업체계의 구축과 공간적 분업

제공항의 건설 추진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을 가능케 하기 위한 효율적인 광역교통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구의 도시

계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근 들어 경부고속철도(KTX), 중앙고속

로 열린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긴

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

요하고, 대내적으로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망의 확충으

나아가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초광역경

로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제권으로 묶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를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 규제완화로 대구경북지역은 위기를 맞고

<참고문헌>
윤대식,“대구경북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방향”
, 대경포럼, 2006 봄호, 대구경북연구원, 2006. 3.
윤대식,“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과 교통인프라 구축”
, 대경포럼, 2008 봄호, 대구경북연구원, 2008. 5.
정웅기,“인천공항 이용의 사회경제적 손실과 영남권 신국제공항”
,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추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교통학회 대구경
북지회, 대구경북연구원, 2008. 4. 11.

학계논단 I

133

학계논단

우리나라의 지방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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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채의 개념과 종류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투자

체 스스로의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물론 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자치

정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세

단체의 차입이며 특히 그 상환이 복수회계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의미한다.
지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게 되
는 채무로서 손실보상이나 대금의 연부계약
(年賦契約)과 같이 자금이 이동하지 않은 채

율인상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과 같이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에 의한 재정 수입증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증가로 이어져 조세저항을 야기 시
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활동의 위축, 개
인이나 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초
래하여 당해 지방 경제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무와는 다르며, 또 복수회계년도에 걸쳐 상
환되는 것이 지방채와 일반차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동일회계년도에 상환되는 일
시차입금(지방재정법 제14조 참조)과도 다
르다.

그러나 지방채의 경우는 그 자금원이 반
드시 지방주민 또는 지방경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 국내 또는 국외의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해당
지방의 경제에 직접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부가 그 관할구

따라서 과세증가에 의한 방법에 비해서 저

역내의 경제정책수행이나 대규모 공공시설

항이 적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

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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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원의 확보는 그 비용부담을 다음세대로 연기시키는
것이므로 공공재 공급에 의한 효용과 비용부담의 시점이 보다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

우려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

은 지방정부의 경상적 지출인 경우보다는

채는 사채나 기업의 장기 차입금에 가까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사

성격을 가진다.

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지방채를 통한
투자자금의 조달은 공공재 공급에 의해 발
생되는 효용의 흐름과 비용부담을 위한 현
금의 흐름사이의 시차를 근접시킨다.
즉 조세수입을 통한 재원확보는 미래에
발생할 효용의 비용을 현재의 주민에게 미
리 부담시키는 일이지만 반면에 지방채발행
을 통한 재원의 확보는 그 비용부담을 다음
세대로 연기시키는 것이므로 공공재 공급에
의한 효용과 비용부담의 시점이 보다 근접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보다

둘째, 국채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적정규
모의 국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발행·상
환 등을 조정하며, 또 경제안정을 위하여 불
황기에는 유동성이 낮은 장기국채를 유동성
이 높은 단기국채로 전환시키는 등 자율적
인 조절이 가능하나, 지방채의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국 지방채 발
행·계획수립 주체와 승인주체가 달라 경직
성을 보이게 된다.

충실한 투자자금 조달방식이 될 것이다.
지방채를 국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셋째,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발행액수도
적으며, 신용도도 국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유동성 또한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첫째, 국채는 주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

5년 만기의 지역개발채권이 많으며 주로 보

할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인수를 통한 신용

험회사나 은행권에서 소화하지만 표면금리

창조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가 낮고 세후 수익률이 높아 개인 투자자들

신용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유발 우려가

도 매입하기도 한다.

있으나, 지방채의 경우는 재원조달 그 자체
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므로 인플레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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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채의 발행절차
1.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
지방채발행계획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채 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채에 관한 계획을 총괄하여 지방채 발
행규모·자금의 종류·발행형식·상환조건

2. 지방채발행대상사업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조정하기 위

「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한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계획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도는 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한 재정 운영의 계획성 제고, ② 단위 사

조합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한도

업별 투자효과분석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제

성 증진과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재원 조달

11조 제1항 및 제4항)

과정에서 적정성 도모, ③ 투자재원의 안정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

적 확보, ④ 지방채 남발 방지를 통한 지방

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등을 위한 목적이 있다.

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지방채발행을 위한 계획수립절차는 다음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과 같다.

복구사업, ⑤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행정자치부장관을 매년 7월 15일까지 다

⑥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

음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그리

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일정한 경우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

있는 경우는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② 재해예

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

방 및 복구사업, ③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등

방채 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여야 한다.

이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

한편 위와 같이 지방채 발행 대상에 해당

계획안은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서 제

하는 경우라도 총사업비가 광역자치단체의

출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

경우 20억 미만(서울특별시는 30억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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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융자사업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는 10억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인 경
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 지방채 발행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한 발행한

3. 지방채 발행 한도액

도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한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 한도 내라 할지라

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

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쳐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2

에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지방자치법」 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정부의 특별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보증채
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

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 부터 차

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

을 거쳐 계약의 체결 등으로 인한 채무부담

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

행위액 그리고 그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

채무규모, 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등을 고려

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기 위하여 행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

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

도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수 있으며, 만약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등과 협의 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를

과도하게 한도액을 배정 받거나, 승인을 얻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다

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음 연도에「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역개발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제한 할 수 있다(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0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

조).

계획안을 당해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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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발행의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예산 및 공익사업에 대한 정보공
개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예산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및 공익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충실히 이

명칭,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 목적

루어져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등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

설명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
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Ⅲ. 지방채시장의 현황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지방채증권에는

우리나라 지방채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행

지방채증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

정안전부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체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

다음과 같다.

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2006년 말 기준 지방
지치단체의 지방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총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

17조 4,351억원으로 2005년의 17조 4,480

증권(외화지방채증권)의 발행, 외화지방채

억원에 비해 129억원이 감소(0.07%)하였으

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외화

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17조원

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추심상환 등에 관해서는「지방재정법시행

사업별로는 도로건설 채무가 4.5조원

령」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

(26%)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 3.1조원

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18%), 지하철 1.7조원(10%) 등의 순이며,

지방채의 발행은 시급한 공공적 사업을

단체별로는 광역단체 채무 11.1조원(64%),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주민 스스

기초단체 채무 6.3조원(36%)이다. 또한 국

로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자

내채가 17.2조원(98.9%)으로 대부분이며,

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일정한 주

외채는 1,896억원(0.11%)에 불과하고, 자금

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의 부족분과

별로는 증서차입 16.6조원(95.1%), 증권발

지방채의 발행과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게 될

행 채무가 8,567억원(4.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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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채무 규
모를 유지하고 있다.

(425건)으로 2005년 대비 다소 증가(2,974
억원, 11.6%)하였으나, 지방채발행총액한도

1995년 민선자치 실시이후 지역현안사업

제를 도입(2006년)하여 발행의 자율권을 부

의 의욕적 추진 등으로 지방채무가 지속적

여하였음에도 발행액이 한도액(5조 8,649

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1년 이후 채무에

억원)의 48.8%에 불과했다.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전화 노력으로 점차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

감소하여 지방채무규모가 안정적 수준을 유

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행정안전부의 승

지하고 있다. <표1>에서와 같이 2001년 이

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후 연도별 지방채의 증감현황을 보더라도

부터는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
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

<표1> 연도별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 조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액 수

17.7

17.0

16.5

16.9

17.4

17.4

* 자료 : 행정안전부

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
다.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방
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건
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

또한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150조원에

나, 채무관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통제(지방

대비 지방채무의 비율이 11.63%으로 국가

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가 작동되어 지방

채무(283.5조원)의 GDP(849조원)대비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

33.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안정적이다.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채무 규모의 안정적 수준
유지는 우리나라 지방채발행 조건에 대한
엄격한 관리장치, 지역주민의 부정적 시각,
채권시장에서 지방채가 상품화가 되지 않은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방채관련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대비 지방채무의 평균비율은 11.63%
로 국가채무 또는 일본 등에 비교하여 건전
한 편이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32.73%로서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제에 의
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지방채 발행액은 2조 8,638억원

전체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6년말 현재 채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
단체는 부산시(1조 9,843억원)이고,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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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성남시(4,348억원)이며, 채무가 전

그러나 지방채무가 비교적 높은 자치단체

혀 없는 단체는 서울 중구, 인천 옹진군 등

의 경우도 제도적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예

45개 단체이다. 그리고 채무가 급증한 광역

산대비 채무비율 80%, 채무상한비비율

자치단체는 인천시(1,171억원, 10%)이고,

20%에 모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기초의 경우는 고양시(1,664억원, 880%)로

있다.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광역자치단체
는 대구시(6,086억원, 26%)이고, 기초의

끝으로 향후 지방채무의 전망에 관하여

경우는 성남시(3,039억원, 60%)로 지방채

행정안전부는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제

상환 및 지방채발행 억제 등으로 나타났다.

가 처음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또한, 2006년 지방채총액한도를 초과하여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방채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단체로는 채무비율

행은 한도액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

이 높은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와

향으로 볼 때 지방채무 규모는 현재 수순을

기초의 경기 고양, 평택 등으로 지하철공사,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도로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에서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지방재정이 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로 나타났다. 6개 광

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역시의 채무관련 현황을 보면 <표2>과

지표에 지방채무 관련 지표를 반영·분석하

같다.

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 통
<표2> 광역시의 채무현황

제를 유도하고, 채무비율이 과다한 자치단
(단위 : 억원)

구 분

채 무 액

2006년 예산대비 채무상환
채무비율
예산액
비
율
(%)

2006

2005

증 감

계

69,451

73,730

4,279(감)

212,213

32.73

9.85

부산시

19,843

18,765

1,078

61,279

32.38

12.64

대구시

16,860

22,946

6,086(감)

37,349

45.14

16.46

인천시

12,366

11,195

1,171

48,121

25.70

3.61

광주시

8,861

8,894

33(감)

24,391

36.33

9.53

대전시

5,702

6,250

548(감)

23,363

24.41

10.93

울산시

5,819

5,680

139

17,710

32.86

5.91

* 광역시 주요투자사업 :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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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
무상환에 직접 사용하거나 채무감축을 위한
기금에 적립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방채발
행 한도액 산정 및 초과승인시 재정상황, 사
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이 동 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정안전부는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처음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방채발행은 한도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향으로 볼때 지방채무 규모는 현재수순을 유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3>을 보면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

<표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도별
합 계

2005년말

2006년말

174,480

174,351

증

감

비

고

129

감 소
감 소

서 울

10,121

9,189

932

부 산

19,255

20,372

1,117

대 구

23,529

17,345

6,184

인 천

11,787

13,020

1,233

감 소

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2005년말과 2006
년말을 비교하여 볼 때 6,184억원이나 감소
되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대구광역시는 ①신규
투자 보다는 완결위주의 집중투자 실시, ②
매 회계연도의 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광 주

9,105

9,129

24

대 전

6,320

5,797

523

울 산

5,738

5,937

199

환재원으로 활용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였

경 기

30,434

31,786

1,352

으며, ③지방채 상환이자비용의 절감을 위

강 원

9,322

9,747

425

충 북

3,399

3,546

147

해 자금 차입선의 공개경재입찰방식을 통한

충 남

6,127

5,521

606

전 북

7,072

7,474

402

전 남

6,013

6,506

493

경 북

10,064

10,639

575

경 남

9,669

11,878

2,209

제 주

6,525

6,465

60

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상
감 소

감 소

채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결과
라고 하면서 ④향후 지방채발행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발행하되
2005년말 지방채 규모의 범위 내에서 탄력

감 소

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하였다.

* 기초자치단체채무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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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나고야,
그리고 대구
이 시 철 /

국가 아닌 도시의 경쟁력이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오랫동안 다양한 지표로 증명되고 있는
대구의 침잠 또한 새롭지 않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동의 이 도시를 택했을 정도이다. 인천으로
부터의 직항,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가
아닌 제2 도시 두바이로 향한다. 두바이는

당연히 이러저러한 발전모델 논의도 현재

UAE의 7개 토후국(Emirates) 중 하나로서

진행형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발전의 두 가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 같은 위상에 세습군

지 모형을 견주어 보는 가운데, 어떤 결론보

주제형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인구 150만의

다는 뭔가 있을 법한 메시지의 단초를 찾는

상당한 자율권을 지닌 도시정부로 다루어도

기대를 섞어 짧은 생각을 정리한다. 상상력

무방할 것이다.

과 창조의 전형인 두바이(Dubai, UAE), 그
리고 축적과 재생의 모범일 나고야(日本 名

지난 10여 년 간 두바이에서 대체 무슨 일

古屋), 이 두 도시는 필자가 올 상반기에 학

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책과

술목적으로 각각 방문한 경험이 있어 조금

신문기사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잠깐이면

만만하기도 하지만, 섣부른 판단의 위험도

찾아낼 수 있다.

있음을 일러두어야겠다.

유명한 몇 가지로도 지면이 모자랄 것이
다. 팜 아일랜드(The Palm Islands)로 불

1. 상상력과 창조, 두바이의 두 얼굴

리는 해수면 매립 개발사업은 두바이의 아

언제부터인가 두바이의 소개 자체가 진부

이콘이다. 2000년경 70km 남짓 했던 전체

하게 되었다. 최근 필자가 강의한 두 학기,

해안선을 1천 km, 또 2천 km로 늘려 나가

상이한 두 과목에서 스위스 학생팀과 한국

고 있다. 야자수를 닮은 세 개의 대형 인공

학생팀이 각각 기말 프로젝트 대상으로 중

섬, 그리고 세계지도 모양의 더 월드(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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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철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년 남짓 세계를 놀라게 해 온 두바이의 성취가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보여주는 데 그만큼 뚜렷한 게 있겠는가?

World) 인공섬, 해저도시 등 가히 세계 8대

지난 10년 남짓 세계를 놀라게 해 온 두바

불가사의라 일컬어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

이의 성취가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에 무게

인다. 내륙 사막에 건설하는 두바이 랜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Dubai Land)는 디즈니랜드를 부끄럽게 만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보여 주는

들 지경이며, 섭씨 50도 사막도시의 쇼핑몰

데 그만큼 뚜렷한 게 있겠는가? 지나치리만

안에 건설된 실내 스키장에선 추위에 떨면

큼 돈과 비즈니스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무

서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삼성건설이 시공

세금, 무규제, 국적 불문으로 사람과 돈을

하는 버즈 두바이(Burj Dubai) 또한 세계

받아들이는 대담함에는 무조건 놀라는게 맞

최고 160층을 자랑하는 가운데, 저 많은 사

다. 도시정책에서도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

무실이 다 찰까 하는 의문까지 자연스레 이

어가 계속 생산된다. 건설 중인 두바이의 도

어진다. 두바이의 1인당 GDP 약 5만불과

시전철 역사 명명권(naming rights)을

세계유일의‘7성급’
버즈 알아랍(Burj Al

Nike, McDonald, CNN 등 세계적 대기업

Arab) 호텔 1박 값 300만원은 서로 잘 어울

수십 개를 상대로 거액에 판매한 것은 지난

린다고 해야 하나?

5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사
설에서도 솔직하게‘놀라 준’
사례이다.

두바이의 통치자(국왕)인 셰이크 무함마
드의 얼굴은 거리 곳곳의 현수막에서 보였

이 정도로 감탄하고 놀라 주었으니 조금

다. 웬만한 정책은 거의 통치자 개인의 아이

다른 눈으로 관찰해도 되겠다. 두바이를 비

디어와 추진력 덕분으로 공식화된다. 그의

판적으로 논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지

창조적 리더쉽에 대하여는 이러저러한 채널

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두바이는

로 많은 찬사가 쌓여 왔다. 독특한 정치체제

글자 그대로‘사상누각’
인가? 모래위에 (그

와 중앙집권형 경제운용과는 별도로,‘아프

리고 최근에는 바다의 위와 아래에) 건설되

리카의 영양과 사자’
식 경쟁과 현실적 성과

고 있다는 것을 빼면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

가 극단으로 강조된다.

를지 모른다. 이를 경제, 환경, 사회 측면으
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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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바이 경제가‘오일 달러’또는‘석

는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바닷물을 끌어다

유경제’
에 매달리어 있으리라는 일부의 단

담수화 하는 시설이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

순한 인식은 전체 GRDP의 3%만이 석유수

일 만큼 물의 양과 질은 항상 고민의 대상

입이라는 간단한 반론으로 대응된다. 두바

이다.

이 시내와 인공섬 등에서 분양되는 두바이

더위 때문이 아니라도 이 도시는 걷거나

의 주택 및 건축물은 하루 만에 분양되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아니며, 수백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일 리 없을

미터의 도심대로에서 횡단보도를 만나기도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이라는 우려

어렵다. 지난 4월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참

를 바탕으로 그야말로‘폭탄 돌리기’
라는

석했던 서구 및 아시아 어느 학자도 두바이

걱정이 여전하며, 물가가 매년 30-40% 오

에 계속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르는 가운데 도심 사무실과 주택의 임대료

현지 신문 기사에서도, 신규 주택단지의

가 몇 년째 폭등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주변 환경과 도시 서비스가 열악하다든가,

왜 그리 두바이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인공 호수 주변의 벌레서식 및 냄새 문제가

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모자란 가운데, 또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로

이 거품이 언젠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

수 하나하나에 물 호스를 연결하여 관리할

움이 여전한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금이 이

정도로 돈과 정성이 드는 만큼, 인공 자연의

웃 아부다비와 외국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 도시의 앞날을 좌우하는 양날의 칼로 여
겨진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두바이의 인적 구성은 더욱 특이한데, 아

외국자본에 너무 의존하는 두바이 부동산

랍 에미리트 사람은 10% 남짓하다. 브리핑

시장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을 맡은 한 현지 관리는 대담하게도 가까운

있다.

미래 전체 인구의 60%를 중국인, 30%를 인
도인이 차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면

환경의 모범도시로 이 사막도시를 꼽을

나머지 10%가 아랍 에미리트인? 그리 쉽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이곳 최대

가 않다. 위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건설회사인 낙힐(Nakheel)에서 자랑하는

인력이 그 10%이며, 본토 인구는 0.1%로

대로 거창한 인공섬 조성과정 등에서 해저

떨어질 것이라는 기막힌 예측인 것이다.) 세

환경을 우선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

계화 시대에 현지인의 구성비가 낮다는 그

지나 신이 만든 사막과 바다 환경을 거스르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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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

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꾸가와 이에

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

야스(德川家康) 를 배출한 곳이다. 다들 16

성에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세기 전국시대 일본을 마감하는 비슷한 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이주 노동자

기에 태어나 일세를 풍미한 인물들로서 각

들의 인권과 극단적으로 불균형스러운 처우

종 역사 소설 및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방송에서도 이 문

잘 알려져 있다.

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는데, 열사의 땅에
서 하루 12시간 노동에 우리 돈 5천원 정도

히데요시의 경우, 임진왜란의 장본인으로

를 받는 이들은 주로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우리나라엔 원수 같은 존재인데 출세 이후에

등으로부터 공급된다. 하루 2명 사고사, 나

는 주로 오사까를 본거지로 하여, 나중에 에도

흘에 1명 자살, 죄수 수용소와 같은 노동자

(도쿄)에 자리잡은 이에야스와 대립과 협력을

숙소 등 일일이 거론치 않더라도 점점 더 심

이어갔다. 이 셋 중에서도 300년 도꾸가와 막

각해 져 가는 사회적 문제를 언제까지나 방

부를 연 이에야스는 나고야의 상징인물이다.

치할 수 있을 것인가?

보물탑, 묘지는 물론 박물관, 미술관, 나고야

의회나 시민사회 등의 정치·사회적 제어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더더욱 우려스럽다.

성 등이 묶이어 가히 이 도시에서 축적의 한
원형을 이루면서 단순히 옛 시대 유물의 보존
전시를 넘어 현대의 산업, 관광, 도시 마케팅

2. 나고야, 축적과 재생

으로 연결되고 있다.

나고야를 대구와 견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동차 관련 박물관이 약 50개 쯤 되는 일본

있다. 지리적으로 일본의 양대 도시 중간쯤

에서도 나고야의 도요타 박물관(산업기술기념

자리 잡았다는 사실 때문에도, 대구를 떠올

관)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단순히 일본 자동

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구 220만

차의 역사 모음을 넘어 미래의 자동차를 내다

명, 아이치현(愛知縣)의 현청 소재지인 이

보면서 과학기술이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

도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겠

도요타의 창립자가 사용했던 사무실, 초

으나 일단‘축적’
과‘재생’
으로 모아보려

창기 차량 모델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미

한다.

래형 자동차 문화 이벤트도 함께 열고 있다.

우선 땅과 사람의 역사가 우선이다. 긴키
(近畿)지방 나고야 광역권은 일본 중세 역사
의 3대 인물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

대구 도심에 있는 1938년 삼성상회 터의 초
라한 모습을 할 수 없이 떠올리게 된다.
과거의 단순한 축적, 정체된 보존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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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 본시

계 제2차대전 과정에서 유서깊은 나고야 성

나고야는 명품 도자기 노리다케의 고향인

은 물론 시가지 전체가 소실되어 버렸고, 패

데, 옛 도자기 공장터 4만8천 ㎡의 터에 역

전의 그늘 속에서 일본 경제 자체는 고속성

세권의 개발잠재력을 포기하고 업체에서

장을 계속해 왔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

250억원을 들여 도심공원으로 탈바꿈 시켰

앙-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특히

다. 임진왜란 때 끌고 간 우리 선조 도공들

1964년 도쿄-오사까 구간의 첫 신깐센 개

의 영향도 있겠지만, 옛 가마와 굴뚝을 포함

통 이후 양대 도시 사이에 낀 나고야의 운명

하여 현대 일본 요업기술의 발전상을 기록

이 묘하게 되어 버렸다. 어디서 많이 들어

전시하면서 실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본 얘기 아닌가?

축적과 재생을 거쳐 2001년 개장한 이 공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고야의 재도약은

은 공원펀드 조성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터줏

여하였다는 의미가 보태어진다.

대감이면서 산업경제 발전의 주축인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나고야는 일

지난 2월 방문 목적상 만났던 나고야 대

본의‘잃어버린 10년’동안에도 비교적 덜

학 도시계획 담당교수가 단연 추천한 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야 도시연구소(Nagoya Urban Institute)

도요타 때문이었다. 도요타의 선진 경영기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관찰될 수 있었다. 나

법이나 품질관리 사례 등은 따로 얘기할 필

고야의 도시발전과정을 넉넉히 개관할 수

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본사와 공장 뿐 아니

있는 곳으로서 수 백년을 넘나들며 나고야

라 부품협력업체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

광역권의 물리적·경제사회적 변화상이 사

는데서 그 힘이 더욱 커졌다. 2003년 나고

진 및 문서로 빽빽이 전시되어 있었다. 일반

야시와 도요타시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시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열람 및 대출이

가 건설되었고, 도쿄 소재 해외마케팅 등 부

가능한데, 최근 대구경북연구원과도 얼마간

서를 대부분 나고야로 끌어 오고 있다.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소에서 반나

나고야시의 국제화 노력 또한 눈여겨 볼

절 쯤 머무르면 도시 나고야의 축적과 재생

만하다. 본시 일본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

과정이 자연스레 정리가 된다.

다거나 구미 선진국에 일본 학생보다 한국
유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들의

나고야는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근래

국제화(특히‘미국화’
) 노력은 그 선악을 떠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본이 세

나서 매우 독특하다. 나고야 시내 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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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도심 재생 사업으로, 나고야 역 주변의 재개발이 급속히 진행
되었는데 2007년만 해도 JR 센트럴 타워, 루슨트 타워, 미드랜드 스퀘어
등 200m 이상의 마천루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물론 시장의 논리로 사람
과 사업체가 도심 및 역세권에 모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도심
재개발이 또다시 도시 전체의 역동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는 Harvard Business Review 최신호의

2007년만 해도 JR 센트럴 타워, 루슨트 타

일본어판이 널려있었다. 도요타가 주도하는

워, 미드랜드 스퀘어 등 200m 이상의 마천

일본판 이튼 스쿨(Eton School)까지 가능

루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물론 시장의 논리

할 정도로 서구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 못

로 사람과 사업체가 도심 및 역세권에 모이

지않은 것을 재확인하였다. 나고야의 국제

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도심 재개

화 노력 중 돋보이는 또 하나, UN 지역개발

발이 또다시 도시 전체의 역동적 발전을 견

센 터 (United Nations Center for

인하고 있다.

Regional Development)를 유치하였다는

사실 물리적 개발로 치면 나고야 주부공

사실이다. 아울러 나고야 국제센터(Nagoya

항(中部, 센트레아 공항)이야말로 초대형 프

International Center)는 나고야에 사는

로젝트이다. 나고야 앞바다 매립지에 1998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

년 이후 짓기 시작하여 2005년 개항하였으

었는데, 영어/ 포르투갈어/중국어/스페인어

며 도쿄의 나리타, 오사카의 간사이에 이어

/한국어 방송까지 하고 있다.

일본의 세번째 국제거점공항이다. 사실 바

나고야는 1988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서울

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에 패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격과 나고야의

50년 전부터 검토되어 오던 중 아이치 엑스

침체가 직접 연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

포 유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

만, 그 이후 나고야는 21세기 첫 공인 박람

체 6,480억 엔의 사업비를 대략 국비 40%,

회인 2005 아이치EXPO를 개최하였다. 이

지방정부 10%, 민자 50%로 배분하여 건설

를 계기로 나고야 광역권의 경제성장과 관

하였다.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은 물론 민간

광개발이 더욱 촉진된 것은 널리 인정되고

투자 조달도 도요타가 맡을 정도로 지역 기

있다.

업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어쨌든 이 공항으

물리적인 도심 재생 사업으로, 나고야 역
주변의 재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로 인하여 나고야가 잃었던 ‘중심성’
(centrality)이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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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면, 이는 여러모로 영남권 신공항의

깔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일본판 선행모델이다.

다. 두바이처럼은 못할망정 대구 또한 이젠
‘Colorful’
에 걸어 보아야 할 터이다. 어느

3. 마무리, 대구를 생각하며
어설픈 관찰이었지만 마무리를 해야겠다.
‘역사로 하여금 미래를 비추도록 하라’
는
말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웃을 거울로 보는
노력도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두바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가? 아
니, 그 이전에 세계 어디서든 그러한 패턴이
재생 가능하기나 할까? 인공섬, 사막 휴양
지 등 두바이를 모방하려는 노력은, 멀리 갈
것 없이 이웃 토후국이며 UAE의 수도인 아
부다비,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의 도시들에
서 잘 볼 수 있다. 가까이는, 당초 조성 취지
와 한참 멀지만 우리나라의 새만금을 두바
이처럼 만들자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똑같은 패턴으로 쉽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

도시든 변화와 창의, 그리고 진보를 가져온
사람들은 많은 경우 외부인이나 이민자들
(outsiders or immigrants) 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나고야는 여러 면에서 비교도 쉽고, (두바
이 또는 도쿄에 비하여) 만만해 보이기도 한
다. 대도시이지만 과거엔 뭔가 촌스럽고 유
유자적한 느낌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 최
근 10여년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한때 침잠했던 나고야가 최근의 도시 재
생과 함께 경제, 산업,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어, 우리 도시들에
도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나고야는 여러 측면에서 대구와 비슷하
다. 인구 기준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의 4대
도시이며 전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는
사실 이외에도, 수도까지의 고속철도 기준

러한 복제가능성과는 별도로, 두바이 자체

거리가 비슷하며(대구-서울 KTX 100분,

의 지속가능성 또한 여전히 의문으로 남

나고야-동경 신깐센 120분) 그 혜택과 피해

는다.

도 공유한다. 대구의 경우(행정적으로는) 독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도시
의 놀랄만한 개방성과 관용성이다.

립된 경상북도청이 여전히 소재하는 것처럼
나고야에도 아이치 현청이 있다.

대구의 앞날 또한 이제 과감한 개방과 다

앞서 언급한 일본 중세의 3대 인물과 평

양성(diversity) 추구에 있다고 믿는다. 역

면 비교하긴 뭣하지만 대구 광역권에서도

사적으로도 닫힌 도시는 미래가 없었고, 우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큰 인물이 많이 나오

리 스스로도 열려 있을 때 더욱 잘 했던 것

지 않았는가. 견강부회 격이지만, 많은 조건

아닌가. 그저‘우리끼리’어울리거나 한 색

이 비슷하니 나고야의 발전 모델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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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처럼 못할망정 대구 또한 이젠‘Colorful’
에 걸어 보아야 할
터이다. 어느 도시든 변화와 창의, 그리고 진보를 가져온 사람들은 많은 경우
외부인이나 이민자들(outsiders immigrants)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
한다.

참고할 만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나고야

한 상징이 되었다. 도요타 본사와 공장이 있

만큼 잘‘축적’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는 인구 35만의 도요타시는 우리로 보면 대

지금부터라도‘재생’
을 잘하면 된다. 물리

구와 붙은 경산 쯤 된다고 할까. 마이크로소

적인 도시개발과 산업구조 개혁 측면에서

프트(Microsoft) 본사가 시애틀(Seattle)에

특히 그러하다는 판단이다.

있다고들 하지만 엄밀히는 이웃도시 레드몬

덧붙여 행정 공간을 뛰어 넘는 대구, 제한

드(Redmond)에 소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된 사고를 200% 확장하는 습관을 더 강조

로, 대부분의 바깥사람들에겐 나고야, 대구,

하고 싶다.『렉서스와 올리브 나무』(The

시애틀 등의 광역권 이미지가 훨씬 앞서고

Lexus and the Olive Tree)라는 책은 세

분명한 것 같다.

계화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일
텐데, 렉서스는 도요타의 최고급 자동차로

대구를 넓게 묶어서 그리고 더 넓은 잠재

서 도요타 아닌 렉서스 브랜드를 앞세워 미

고객을 대상으로 포장하고 마케팅 하여야

국 및 세계의 시장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

겠다.

으며, 어느덧 올리브에 대비되어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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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의 외곽지에 있는 녹지는 그

도시계획도를 펴놓고 보거나, 또는 인공

자연생태적 구성요소와 형태가 참 다양하고

위성사진을 보면 대구는 녹지가 많음을 알

면적도 넓어 생태기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수 있다. 실제 녹지비율도 매우 높다. 그럼

이 가운데 외곽지역의 차고 신선한 바람을

에도 대구는 답답하고 덥게 느껴진다고 한다.

생성하는 공간지형적 여건은 매우 탁월한

왜 그럴까? 이는 무엇보다도 실제 생활공
간에서 접하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원인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밀도개념(특히 거주밀도)에서 본다면 대
구는 매우 복잡하기 그지없는 도시이다. 전

것으로 보아진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시
원하고 상쾌한 대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이라 하겠다.

체 도시면적 대비 시가지면적비율이 낮음에

아마도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도 불구하고 고밀고층위주의 개발이 이루어

대구야말로 대구의 미래상 가운데 하나라

지니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공간이 되는 건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시원한 대구를 상상

당연하다 하겠다.

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내
용을 정리해보았다.

대구의 녹지는 대부분 우리생활공간과 멀
리 떨어진 외곽지에 있어 주거환경에 영향

2. 바람길이란?

을 주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공간적 특성

이러하니 시가지에 거주하는 우리는 답답함

(토지이용 및 지형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

을 느끼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울 수밖에 없다.

며,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자연상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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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이란“도시주변의 산지, 계곡, 녹지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대기 및 기후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대표적으로 도시외

낮다. 즉 바람길을 따라 부는 바람은 주변지

곽지의 산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역의 지배적인 기상조건에 의해 풍향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기후 생태적 특성을 가진다.

풍속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들 공간에서는 일사에 의한 열환경
특성의 차이, 지표면과 지형의 조건, 토지지

바람길의 핵심적인 특성인 차고 신선한

용형태 및 식생조건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

공기의 생성은 주로 일몰 후에서부터 시작

로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된다. 생성된 차
고 신선한 공기는 그 물리적 특성상 도시의
지형조건과 기온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시
로 운반(바람 형태)되어 바람길을 형성하게
된다.
바람길에 대한 연구와 도시계획적 활용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바람길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람길이란“도시주변의 산지, 계곡, 녹지
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고 신선
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대기 및 기후 환경개선에 기여하도
록 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일출 전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새벽
4~6시 경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며, 찬성
질의 무거운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평지에
서는 주로 지표면 가까이에서 생성ㆍ유동하
며, 산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하강하여 유
입지역에 모이게 되고 지형조건에 따라 유
동하게 된다.
효과적인 바람길은 공간적 조건에 따라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시키는 지역과 이
를 유동시키는 지역, 그리고 차고신선한공
기의 효과를 유지시키는 지역 등으로 구성
된다. 성공적인 바람길 조성과 활용은 이들
구성 요소들 간의 공간적인 상호 연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람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먼저, 바람길은 국지적 공간여건
에 따라 생성되고 유동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종관풍, 해륙풍과의 기상학적 상관성이

3. 대구지역의 바람길 생성여건은 어떠
한가?
대구지역은 앞서 언급한대로 시 외곽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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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 형성에 유리한 공간지형적 여건을

5등급지역은 시가지내에 분포하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관한 연

러한 공간적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바

구결과1)를 살펴보면 먼저 면적인 측면에서

람길 생성에 있어서 이들 지역간의 공간적

볼 때 도시전체에서 바람길 생성에 유리한

기능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지역의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길 생성기능은 면적비율에 있어서는 상

즉 도시전체의 공간을 바람길형성에 영향

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공간

을 미치는 요소들(찬공기 생성 및 유입지역

분포측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하고 비효율적

규모, 초지 및 농지비율, 평균경사도, 평균

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사길이, 거칠기)을 기준으로 특성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면적비

4. 바람길 조성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로 나타내었다. 대구지역의 전체 면적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바람길의 개념과

운데 바람길 생성기능이 1등급으로 평가된

활용성을 환경관련부서 중심으로 논의하다

지역이 5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보니 바람길 관련 연구추진과 제도도입을

2등급지역은 19.0%, 3등급지역은 4.4%로

위한 기반조성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실정

가장 작으며, 4등급지역은 5.9% 이며, 바람

이다.

길 생성기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5등급지역은 14.8%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사례를 본다면 바람길 조성의

대구지역은 바람길 생성기능이 상대적으

필요성은 대기오염과 도시 및 기후환경의

로 크다고 평가되는1, 2등급지역이 74.8%

개선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의 실행은 도시계

를 차지하고 있어 면적인 측면에서는 바람

획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 생성기능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면 관계상 대구의 바람길 조성을 위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지역

도시공간계획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몇 가

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는 매우 편중된 결

지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를 보이고 있다. 즉, 바람길 생성기능이
큰 1, 2등급지역은 대부분 시 외곽지에 분포

먼저 찬공기생성 및 공급지역의 보전과

하고 있으나, 바람길 생성기능이 미약한 4,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

1) 대구지역의 바람길 관련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06), 대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바람형성
기능평가시스템구축 및 활용데 관한연구 및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07), 대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바람권역설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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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검토되어

이들 수계의 지형적 연결여건 만 잘 활용

토지이용계획에서 배려되도록 하고 이어서

해도 일단 대구는 시원하고 상쾌한 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특히 금

되도록 하여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여야 할

호강과 신천의 유역은 바람생성기능이 많은

것이다.

주변 산지와 연계되어 있어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올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둘째, 찬공기 유동지역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찬공기가 시내로 유동되는데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실

대구의 시원한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공간을 스스로 답
답하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시할 때를 대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
여 바람길 조성 사항이 사전에 고려되고 도
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원하고 상쾌한 대구의 조성은 가깝게는
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찬공기 기능 축적 및 유지지
역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내에서의 녹지연
계성 확보 및 녹지면적확대, 재건축 및 재개
발시 입체적 녹지확보 의무화, 기존 녹지의
생태적 관리, 시설녹지 및 완충녹지의 설치
와 확대 등과 같은 조치들이 각종 개발 시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일정의 국제행사에서는 개최도시의
환경이미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
히 마라톤 같은 도로경기는 그 특성상 개최
도시의 도시환경수준과 매우 밀접한 영향관
계를 가진다. 더군다나 마라톤경기의 중계
방송을 통해 도시환경의 구석구석이 적나라
하게 보여 지기 때문에 역대 대회개최 도시
들은 도시환경의 정비와 관리에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5. 맺음말
대구는 답답하지만 복 받은 도시다. 일단
수계의 지형적 연결이 대단히 좋다.
신천과 금호강 그리고 낙동강은 절묘하게
도 공간적·기능적 위계가 조화롭다. 이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여름
에 개최된다.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 함께
하는 대구의 도시환경이야말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한 수계의 연결 조건을 갖춘 도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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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역균형발전
정 하 명 /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미국식
법조인 양성교육제도로서 이미 학부과정에

경북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님의 자리에는 한학기도 지나기 전에 또 다
른 교수님이 채용되어 오셨다.

서 다양한 전공을 마친 사람이 대학원과정

대한민국 역사상 지난 2007년 여름방학

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간의 법

기간과 2학기는 가장 많은 법과대학교수님

학교육을 받은 다음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

의 자리 이동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미

것이다.

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 6월 오랜 진통

교수님들의 자리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

끝에‘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리가 되어갈 즈음부터 각 대학에서는 본격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

인가신청서작성 작업으로 정신없는 시간들

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바뀌는 일대 변혁

을 보내야 했다.

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역의 법과대학에 몸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 작성 작업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 국회에서 앞의 법률이

직접 참석했던 교수님들은 합숙을 하면서까

통과된 후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그

지 고된 작업을 마쳐야 했다. 그 동안 법조

감회가 남다르다.

계와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거듭되는 논쟁도 일단락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국내 각 대학
들이 대학의 명운을 걸고 경쟁하던 일이 가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2,000명으로 확정
되었다.

장 먼저 생각이 난다. 어제까지 바로 옆 연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이 2,000명으로

구실에서 근무하던 교수님이 갑자기 다른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떠난 교수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과정에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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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 명
경북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미국식 법조인 양성교육제도로서 이미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마친 사람이 대학원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간의 법학교육을 받은 다음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 지방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적 개원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크게 훼

정부차원에서는 최근 지난번 법학전문대

손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서울 중심의 지

학원 예비인가대학에 대해 예비인가신청서

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였고, 8월에 있을

우리의 주장은 시장의 논리 앞에 힘없는 메

법학적성시험의 준비와 새로운 변호사법의

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개정을 위한 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각 대학들은 교육부

지난번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받

실사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교육부의 실사

은 대학들에서 학교차원에서는 본인가를 대

와 예비인가대학의 발표소식으로 2007학년

비한 시설의 증·개축 작업을 실시하는 경

도 겨울 방학이 지났다.

우가 많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될 교수들

마침 우리 지역대학에서는 두 대학교가

도 바로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고 총입학

을 담당해야하는 입장에서 각자 전공분야에

정원은 190명으로 예비인가되었다.

대한 강의준비로 결코 쉴 수 없는 여름방학
을 맞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입학준비

2008년 봄이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

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8월에 있을 법학적

임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요

성시험대비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즈음 전국이 촛불집회로 떠들썩하지만 여름
방학을 맞는 지역의 대학들은 내년 2009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

온 국민의 관심이 촛불집회에 모아지고

은 고급두뇌의 역외유출현상이다. 많은 사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관계되는 많은 사

람들은 대구하면 과거 섬유도시, 한국 제3

람들은 코앞에 다가온 법학전문대학원의 성

의 도시, TK세력의 본산, 분지, 보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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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 생각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서울소재대학으로 진학을 못해서 야단인 것

것에 앞서 과거의 대구는 교육도시였다. 전

이 사실이다.

국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배출되었다는 전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시골

통을 이어받아 전국 어디보다 교육에 많은

의 많은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나 일자리와

정성을 들였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유학을 위해서 대도시로 왔다. 현재 우리사

교육기관들이 우리지역에 있었다. 이러한

회가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낙후문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

제는 따지고 보면 이미 70년대, 80년대에

되어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우리

예견되었던 일이다.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 지역
을 외면하고 떠난다면 누가 그 지역의 발전
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대구의 우수 고급두뇌는 더 이상
대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중·고등학

지역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은 우리지역

교 때부터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전국적인

에서 떠난 우수고급인재들이 다시 우리 지

현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떠나 국제기러기 아빠가 많다는 것이 화제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대학들이 우리 지역

가 되었지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출신의 우수인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교육이산가족이 너무 많다. 중·고등학교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때 이미 자녀를 다른 지역으로 유학보내고

성공은 역외유출 우수인력의 환류를 넘어

일년에 겨우 몇 번 서로 얼굴을 보는 경우가

우수역외인력의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을

허다하다. 과학영재는 과학영재대로, 외국

것이다. 이렇게 우리지역을 잘 아는 우수 법

어영재는 외국어영재대로 각자 서울로, 부

조인력이 배출되어 사회 곳곳에 진출할 때

산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중·고등학교를 지난 대학차원에 오면 그

이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최근 우리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촛

지방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서울 소재대학으

불집회도 따지고 보면 수의학적 지식과 법

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학적 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한 협상전문가

없는 현실이다. 대학입학에서는 말할 것도

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없고, 대학진학 후에도 편입학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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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의학이나 수의학

정 하 명
경북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을 전공한 우수인재가 다시 법학을 공부하

스쿨만큼 성공한다면 의학을 전공한 의료전

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변호사, 건축공학을 전공한 건설전문변호

미국 로스쿨 유학시절, 같은 반에서 수업

사, 무역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통상전문

을 받던 미국 로스쿨 학생들 중에 의사나

변호사, 세계 각국의 사정에 정통한 미국전

약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로스쿨에 다시 진

문변호사나 일본전문변호사 등이 양성되어

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을 종종 만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날 수 있었다.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들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언어에 뛰어난 실
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지역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전문적이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고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어떤 백인 남학생은 서툴지만 의사소통은

있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소재한 그 어느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였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보다 앞선 역량을 보여줌으

졸업 후 중국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

로써 역외로 유출되었던 우리지역 우수 고

며 중국어를 공부했다던 여학생은 중국어를

급인재들이 우리지역으로 돌아옴은 물론 다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물론 중국인 의

른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계

사와 인도인 의사가 미국 로스쿨에서 수학

기가 될 것이다.

한 후 유명한 미국 법률회사에 취직하는 경
우도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다양한 경험

고 있는 우리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역

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유관기관은 물론 여러 시민들의 지속적인

법률전문가로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미국 로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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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계 각국의 전시컨벤션센터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나?
김 재 효 /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엑스코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지 어언 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1년 4월 19일. 당시만 해도 전시컨벤션이라는 용어가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엑스코 하면 그래도“아 거기 행사가 많은 곳”
“지방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동률이 높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등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속에
성장을 해오고 있다.

●● 지방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
특히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가 키운 전시
회이지만 가히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전시회로 성장한 전시회여서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
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민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400회 정도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시회 가
운데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전시회가 거의 없다. 서울을 위시해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대
전 등지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잇달아 들어섰지만 해외업체 참가비율이나 바이어가 20%를
넘는 국제전시회로서 아시아와 세계에‘이거다’
하며 내놓을 전시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인지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대구에서 7년간 잘 키워온 국제정보디스플
레이 전시회 및 학술대회(IMID)를 한국전자전 반도체전시회와 함께 묶어 인위적으로 대규
모 전시회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밀어줘버렸다. 지역에서 키운 전시회를 빼앗지 말라는 대
구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반강제로 이전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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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신성장 산업이라며 대기업 계열사의 움직임을 상세히 추적해 보도
했고, 기업의 미래비전을 찾기 위해 일부 그룹오너들이 직접 엑스코를
찾는 등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판국에 대구에서 조용히 키워온 전시회가 바로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다. 미
래 성장산업이자 인류가 지구상에서 존재하기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시회를 국제규모로 키워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는 5년전 처음 개최될 때만 해도 7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조
그마한 전시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15개국에서 190개 업체가 478개 부스규모로 참
가했고, 해외업체 참가비율이 42%를 넘는 국제 전시회로 급성장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의 성공적인 국제화 사례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대구시가 솔라시티를 지향하며 2004년 세계솔라시티총회를 유
치하고 솔라캐노피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한 점, 경북도
의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노력 등이 큰 힘이 됐고 엑스코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전시회
에 대한 중요성에 일찍 눈을 떠 지난 5년 동안 국제무대와 국내에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
이다.

언론에서는 태양전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신
성장 산업이라며 대기업 계열사의 움직임을 상세히 추적해 보도했고 기업의 미래비전을 찾
기 위해 일부 그룹오너들이 직접 엑스코를 찾는 등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전시회장을 찾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금만 더 키우면 세계적인 전시회가 되겠다
는 격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시회마저 서울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에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세계 40여 주요도시 시장회의(C40)를 계기로 전시회까지 개최하려는 섣부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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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는 그러나 유사 전시회가 남발되어서는 우리나라 전시컨벤션산업 전체에 나쁜 영
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판단아래 대구시를 통해 서울시는 국제회의만 개최하고 전시회는
대구의 그린에너지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엑스코가 2년여의 조사를 거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전시회 1개가 열리면 참가업체
들이 쓰는 돈이 평균 20억원에 이른다. 관람객들이 쓰는 비용을 합하면 30억~50억원에
이른다. 그래서 엑스코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대구와
경북에게는 중요한 자산이다.

●● 복합공간화는 명소화의 지름길
이렇듯 지역에 많은 부를 떨어뜨리는 전시회를 키우고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투자와
노력은 활기차다.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오디토리움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의 접근을 편하게 하기위한 지하철, 셔틀버스, 모노레일 건설
그리고 그들이 체류기간 동안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식음료서비스 공연시설 각종 엔
터테인먼트 등을 갖춰 전시컨벤션센터가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동부의 교육, 문화, 역사 중심 도시 필라델피아는 행정구역상 인구 150만 명으로 미
국 제 5위의 도시이며, 근교를 포함한 메트로폴리탄은 580만 명에 달해 4위권을 점하는 대
도시이다. 시내 중심부에 7만㎡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엑스코의 6배)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전시컨벤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약 7,000억원을 투자해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펜실베니아州는 철강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때 美동부의 산업 중심부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 산업의 기반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중추도시인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
립의 산실이자 유명한‘리버티 벨’
이 있는 역사 도시이면서, 펜실베니아 대학과 같은 아이
비리그 대학을 포함 86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이지만 글로벌 기업 본사 하나 없는, 경
제적으로는 뒤쳐진 도시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시 재생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전시컨벤션 센터이며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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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중심부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걸어서 2분 이내의 거리에 호텔 객실 수가 3,682개,
반경 1.6킬로미터 이내엔 총 10,230개의 객실이 구비돼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도시다. 방문
객들은 인접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 한다. 상설 갤러리
운영도 활발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식음료 서비스(catering service)사업을 높은 수수료
베이스로 임대해 경영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미 서부의 LA 컨벤션 센터는 식음료 서비스
사업을 직영하여 수익에 큰 보탬을 얻는다. 미국은 일찌감치 컨벤션 센터를‘city in city’
라는 하나의 소도시 개념으로 기능을 복합화 하여 흑자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마카오도 뛰고 있다. 제 2의 라스베가스를 지향하며 카지노, 전시컨벤션, 호텔 관광업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번에 미국의 샌즈그룹으로부터 24억 달러의 투자를 이
끌어내, 지난해 9월 베네치안 호텔이 오픈됐고 객실만 3천개에 달하며 11만㎡에 달하는 대
형 전시컨벤션센터도 건립되었다. 카지노, 호텔, 공연장, 대형 쇼핑몰 등을 두루 갖춘 또 하
나의 대표적 복합 공간으로 출범했다. 특히 전시장은 우리에게도 위협적이다. 컨벤션 센터
는 호텔이 있는데도 식음료, 케이터링 사업을 별도로 직영하고 있다. 단순한 전시 공간 임
대 위주로 운영될 경우 수익 창출이 어려워, 부대사업 운영을 통해 경영상 큰 보탬을 얻고
있는 것이다.

네델란드도 전시산업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암스텔담에도 전시장이 있지
만,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인구 30여만 명의 작은 도시 유트레히트에 10만㎡ 규모의 전
시컨벤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합 공간으로서 시설물 활용도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
다. 다양한 규모의 회의시설, 연회장 등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공연장 기능을 갖춰 다양하게 임대되고 있다.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내방객의 식음료
서비스는 직영을 통해 수익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시회 내방객들을 위해 오락 수준
의 카지노까지 운영하고 있다.

●● EXCO도 복합공간화 가능토록 투자·노력 따라야
7년간 엑스코도 많은 성장을 했지만 국내 타도시,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아
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엑스코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대구를 찾는 고객들의 목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할 때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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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산업은 분명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전시
컨벤션센터를 가진 모든 도시가 황금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센터만 덩그러니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저 황금알을 거둘 수 있다면 세계
각국의 센터들이 복합기능공간화를 위해 그렇게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야한다.
“우리나라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 곳 가운데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곳은 엑스코 뿐이
다.”
“바이어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음식이 모자란다고 그냥
가라고하더라. 바이어 앞에서 부끄러워 혼이 났다.”“전시회는 좋은데 주변에 놀거리가 너
무 없다.”
전시컨벤션산업은 분명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전시컨벤션센터를 가진
모든 도시가 황금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센터만 덩그러니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저 황금알
을 거둘 수 있다면 세계 각국의 센터들이 복합기능공간화를 위해 그렇게 투자와 노력을 하
지 않을 것이다.

이제 확장을 눈앞에 둔 7살난 대구 엑스코가 복합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하루빨리 갖춰질 때 서비스산업의 총아로서 대구의 전시컨벤션산업이 지
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하는 날도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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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다가온 대구문화예술계의
과제들과 해결방안
박 명 기 /

대구문화예술회관장

●● 공연문화 중심도시 표방
○ 추진배경
- 대구는 사실상 문화예술뿐 아니라 교육, 정치, 사상,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 된 도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주요기관과 주요 인사
들이 대구에 몰려왔고 전쟁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영향을 끼치거나 대구에 남아있
어서 대구화가 된 때문이다.
그중, 문화예술에 있어서 현대음악, 현대미술, 현대무용, 현대문학 등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대목이다. 현재에도 대구는 서
울을 제외한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가 안될 만큼 문화예술인과 대학이 많을 뿐 아니
라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연극, 무용 등의 공연 관객이 많고 미술 분야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인 더욱 인간답고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위해 자
연스럽게 공연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연문화를 비단 공연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칭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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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도권이나 도시뿐 아니라 지방 어디든지 문화적 욕구가 대단히
강한 시대가 왔다. 그중 공연이나 전시는 문화적 갈등을 곧 바로 해결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목

표

- 이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연문화 중심도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국립아트센터 건립과 국립예술학교나 영재원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 유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는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브
랜드가치의 상승과 도시 경쟁력의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 해결해야할 문제
- 우선 문화부 등 중앙부처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트센터와 예술학교의 필요성과 오페라, 뮤지컬 축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먼저 준비하여 설득해야할 것이며 동
시에 시민들이나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지역출신의 정치가, 예술
가, 기업가 등의 인사들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전

망

- 이제는 수도권이나 도시뿐 아니라 지방 어디든지 문화적 욕구가 대단히 강한 시대
가 왔다. 그중 공연이나 전시는 문화적 갈등을 곧 바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
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공연문화 중심도시 계획은 그 계획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확실한 것
이다. 다만 문화예술을 다룬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므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예술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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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단 설립과 주요문화예술기관의 재단법인화
○ 문화재단과 재단법인화를 혼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 의외로 대구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예술기관을 재
단법인화 하는 것을 혼돈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주요문화예술기관의 재단법인화에 대해
나누어서 간단한 설명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문화재단
- 우선「문화재단」
은 문자 그대로 문화재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대구시 문화재단은 하나의 재단으로서 어느 한 계층이 아닌 대구시민 모
두에게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 일은 너무도 전문적이면서 광범위한 일이어서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건
물이나 단체, 혹은 기관을 갖거나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론 서울시 문
화재단이외의 수도권에서는 시설을 직접운영하기도 하고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지
만, 대구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은 본래의 임무인 문화를 골고루 살리고 시민생활속에 섬세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이나, 기관, 예술가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재단
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대구에서 열린 몇 차례의 문화재단 관련 토론에서도 많은 경험자들이 직접
사업이나 문화나 공연, 전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우려 했으며 그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한 바 있다.
○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재단법인화
- 현재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7개 예술단체와 전시장, 야외음악당,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 등을 운영하기위해 90명 가까운 공무원이 있으며 280여명의 예술단원
들이 공연장에서 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반 행정의 잣대로 예술단과 전시 및 예술사업을 도우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부전문가 관장이나 전문가 직원 몇 명이 운영에 도움이 되긴 하겠으
나 모든 일을 일반 행정의 기준과 법령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서 큰 어려움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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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은 본래의 임무인 문화를 골고루 살리고 시민생활속에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나, 기관, 예술가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재단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구태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인력, 예산, 사업추진과정, 필요한 전문가 확
보, 시설의 용도변경 등에 있어서 경제적, 행정적 낭비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음은 누
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처럼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견줄만한 곳은 이미 10년 전에 재단법인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과 경기도립예술회관, 성남아트센터, 인천문화의 전당 역시 재단법인화 하여 문
화재단과는 별도운영 되면서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극장과 콘서트홀, 미술관, 박물관 등의 확충과 시설개선
○ 극장과 콘서트홀은 어떻게 다른가
- 우선 극장(Theatre)과 콘서트홀(Hall)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극장”
은 오페라, 연극, 무용 등의 극을 펼치기 위한 무대가 있는 것이다. 즉
극장은 객석 넓이의 4배 이상의 무대와 준비공간이 필요하고 무대 천정의 높이 역
시 무대높이의 2.5배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명, 음향, 기계, 특수효과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나 기
술이 홀에 비해 훨씬 어렵고 많이 든다.
한편 콘서트홀은 교향악이나 합창, 독주, 앙상블등 주로 음악 전용이므로 음향이 가
장 중요시되며 음악에 집중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재료나 로비장식, 무대나 객석의
재료나 디자인 컬러가 중요시 된다.
그런데 현재 거의 모든 홀들은 다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콘서트 할 때는 음향판
을 설치하고 극을 할 때는 무대조건이 충분치 않아서 음악회나 극을 모두 만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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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확충과 개선의 필요성
-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연이 활발했던 곳이어서 시민회관이나 계명대학 강
당, 옛 효성여대 강당 그리고 20년 된 문화예술회관이 일찍 지어졌다. 그러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이 낡아서 대구시민의 문화적 욕구나 예술가들의 활동
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공연장등의 시설이 왜 공연활동자체 이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좋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선수이전에 축구장, 수영장 등의 시설이 최소한 국제 규격에 맞는
기본은 갖추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본다.

●●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의 개념과 경영
○ 관리 → 운영 → 경영 → 창조적 경영
- 공연장, 전시장, 예술관련 교육기관 등 모든 예술관련 단체나 기관이 이제는 단순
관리에서 운영, 운영에서 경영, 경영에서 창조적 경영으로 변해야 한다.
○ 전형적, 전통적인 외형과 콘텐츠에서 새로운 형대로 변모
-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극장이나 미술관 모양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담은 공간과 콘
텐츠를 필요로 한다.
○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형태와 콘텐츠 운영
-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형태와 내용으로 변형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 전문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다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은 전문성과 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문화예술은 그 분야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행정, 교육 등 모든 것들을 더욱 인간답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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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 쇠고기에 대한 촛불시위 역시 경제논리를 인간다운 삶보다 앞세운데 대
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든 시민들이든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것으로 재미있게 놀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서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정치나 경제보다도 더욱 현실적이고 우선 되어야할 문제이
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서 시작되고 완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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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 무 환 /

경북일보 대구취재본부장

2006년 7월에 시작된 제5대 대구시의회가 금년 6월 16일부터 개최된 제1차 정례회를 끝
으로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장경훈 의장을 비롯한 29명의 대구시의원들이 보여준 의정활동은 타시
도의 의회에 비해 의욕적이고 열기가 넘쳤다고 봅니다.
범안로 민자도로와 성서홈플러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등 4개 특
위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회 처음으로 공사공단 특위까지 구성하여 활동 했습니
다. 물론 일부 특위의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절하게
특위를 구성해 의혹과 궁금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5대 대구시광역시의회 전반기 동안 총 17회기가 개최됐
습니다. 69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이 있었지요. 의원 1인당 평균 2.5회 꼴입니다. 임시회가
열릴 때 마다 거의 시정질문이 있었지요.
특히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 이어지는 보충질문의 열의만큼은 경북도의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활성화 됐다고 판단합니다.
하나의 시정질문에 보통 3~4개의 추가 보충질문이 이어질 때 의회가 살아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흐뭇하기도 했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질문 횟수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각각 21건으
로 똑같았으며 경제교통 16회, 건설환경 11회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바로 밀접돼 있고 대구시 경제와 관련이 많은 경제교통위원회와 건설환
경위원회의 질문횟수가 타 위원회보다 적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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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그 연봉은 시민들의 알토란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공인인 의원님들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때도 있고 보다 좀더 좋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올해 1인당 받는 연봉은 5천 400만원입니다.
유급제 실시 첫해인 지난해의 5천 40만원보다 7% 인상된 것이지요. 어쩌면 내년에 또
연봉이 오를 지도 모르겠고요.
대구시내에서 이만한 연봉을 받는 사람은 퍼센트로 따져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그 연봉은 시민들의 알토란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공인인 의원님들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때도
있고 보다 좀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개개인에 대해 감히 한 마디(?)씩 평가 겸 조언을 올릴까 합
니다.

말이 평가이지 사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기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편협적일 수도 있고 독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상임위원회에 직접 가서 본 기자의 생각과 느낌
을 적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되도록 이면 상임위원회를 골고루 체크하고 싶었으나 상
임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리면 1개의 상임위원회활동만 볼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자가 의원님들에 대해‘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우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곡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전반기 장경훈 의장을 포함한 29명 전원입니다. 의원들의 이름은 그냥 A,
B, C---로 했습니다.

A : 의욕적이지요. 비회기 중에도 의원사무실에 비교적 자주 나오는 의원중에 한 사람이
지요. 당과 국회를 경험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구디지털 산업진
흥원의 보조금 감사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B : 의정활동에 열성적입니다.
그렇다보니 때로는 의욕이 너무 앞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거나 선입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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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리 예단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질문도 논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집이 너무 강하면 일을 거르칠 수 있지 않을 까요?
C : 일에 대한 애살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익에 맞춰 공적업무를 하려하지 의도는
없었는지요. 혹 권리남용의 우려는 없었는지요?
D :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점이 보
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역구 현안 문제에만 집착하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
습니다.
E : 열심히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직 경험을 되살려 간과하기 쉬운 상위법과 하위
법의 충돌 문제 같은 것도 지적해 내더군요.
정치인보다 행정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 : 연륜도 있고 기초의회 경험을 되살려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편에 속하지요. 순리적
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G : 외모에서 풍기는 면이 그대로 상임위 활동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진행이나 안건처리에서, 때로는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해 주면서 조정하고 조율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요.
H : 과거 풍부한 행정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서 현안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들
을 파고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인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I : 서구청장에 출마한 관계로 평가를 보류하겠습니다.
J :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임위 활동시 나름대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면이 보이지요. 동료들과 같이 행동했다가도 자
기의 뜻이나 의향과 맞지 않으면 슬그머니 빠진다는 겁니다.
K : 심성이 있고 포용력이 좋은 편이지요. 선도 굵은 편에 속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때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L : 개인적인 보좌관까지 둬 가며 활동하는 모습은 의욕적으로 비칩니다. 속에 있는 그대
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간적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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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임위 활동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이 이어지질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자주 있더군요. 솔직한 것은 좋으나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부담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M : 정말이지 열성은 대단합니다. 친화력도 그만 하면 좋다고 봅니다.
업무 파악도 전체를 하면서. 하지만 부분의 잘못을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밀고나가
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요.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전체를 왜곡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면 손해 볼 수 도 있습니다.
N :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품도 있으며 포용력도 있습니다. 개성강한 소속 상임
위 의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무난히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하나씩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듯 합
니다.
O : 두루뭉술하게 성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
이 듭니다. 성격 자체가 파고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P : 성실하고 무난(?)하다.
Q : 연구하고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욕이지 않나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
기 잣대로 밀어붙일 경우도 있고요. 문제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선정해 뜬 구름
잡듯이 결론이 없을 경우도 가끔 있는 듯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R : 업무의 맥을 짚어가며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도 비교적
정연하고 회계분야에 밝은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위의 이야기도 들어가며 좀더 사려 깊게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 밖에서의 행동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S : 의욕과 자기혁신 노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더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
으면.....
T :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에서
비교적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주민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동료의원들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아하는 동료와 그렇지 않는
동 료들이 나눠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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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크게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챙기고 질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차
인정합니다. 다만 다소 다혈질적 이라는 평가도 있더군요.
V : 원만한 성품으로 친화력이 돋보이더군요. 조화와 균형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 아쉽다면 강한 리더쉽이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W : 남성적이고 활달하지요. 그렇다 보니 다소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듯 하더군요. 또
너무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
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X : 전반기 중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 등 외형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역구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의 선거구에만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대구시 전체
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지역에 특정 문제만을 거
론한다면 그것은 구의원이 할 일이지요. 또 의전 같은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이 문
제로 집행부에게 지적을 하고 경고성 주의 발언은 하시되,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Y : 한나라당의 직책까지 맡아 하려고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범안로 특위 위원 활동은
대구시의 민자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수
초회 모임을 주도해 가면서 의정활동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너무 자기입장에 맞춰서 주장하다보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당과 시의회 활동이 맞부딪혔을 때 당의 활동에 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답니다.
Z : 점잖고 후덕한 편이라고나 할까요? 인간적인 면이 있더군요. 이러한 점은 의정활동
에 약이 될 수 도 있는 반면 나쁘게 작용할 수 도 있지요. 상대편이 이용한다고나 할
까. 역시 자기공부는 필요한 것 같고요.
α: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민원의 전달
역할만 할 뿐 대안 제시나 방향 제시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아요.
β: 무난하다는 평가더군요. 자칫 민원처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욕을 먹거나 구설수에 휘
말릴 수도 있는데 이를 잘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원 처리시 공무원이나 의회
전문위원을 참석시켜 민원의 타당성여부를 찾기도 하고.
CEO출신으로서 꽤돌이 형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때로는 집행부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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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님!.
본 기자가 바라는 것은 이글이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푼어치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의 느낌을 써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대구시민이 선택한 대변인으로서 보다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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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근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처장님은 의원님들이 좋게 보나 봐요. 또 이 자리에 오시니.
사람이 두루뭉수리여서 그런가. 잘 하시나 봐요.
글쎄, 다른 데는 쓸모가 없는 모양이지. 결국은 재수생이야.
재선再選은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재수再修는 못해서 하는 것이지.
무능한 사람이란 말이지. 앞으로는 의장님과 시장님에게 철저하게 눈도장도 좀 찍어야
겠네.
요새 의회는 어때요?
구청에서 이 자리에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4대 때 이 자리를 떠났는데 다시 오니 5대
의회가 되었네.
첫인상은 젊다는 거야. 나이도 젊지만 분위기가 활발하다는 거지.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달갑지 않은 말을 종종 듣기도 해.
배가 빠르면 그만큼 물살을 타는 법이지. 주로 언론이나 외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탓해서
는 안 돼.
그들이 맡은 일 중 중요한 것이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길도 살펴가면서 뱃길을 잘 찾아가면
되지.
우리 의원님들 이번 총선에서 수고 많이 한 것 같아.
그들이 일선에 있을 때 난 이상한 후방에서 반사이익으로 편했지만 겸연쩍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방의회가 소홀하게 되니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아니냐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겪고 들은 여러 의회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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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빠르면 그만큼 물살을 타는 법이지. 주로 언론이나 외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탓해서는 안돼.
그들이 맡은 일 중 중요한 것이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길도 살펴가면
서 뱃길을 잘 찾아가면 되지.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번 의회에 와서는 자질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나.
적어도 어처구니없는 일은 많이 없어졌어.
정당 공천을 하면서 일차로 사람을 고른 때문이지.
또 지방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와의 연결 고리도 될 수가 있잖아.
국가 없는 지방자치는 없는 것이야.
그래도 문제는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 하고 머리에 그려지는 답은 못 찾겠네. 머리를 짜내다보면
뾰족 수가 나타날 지도 몰라.
문제의 핵심은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인데…
상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제도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운영 방법도 생각해야지.
창백한 얼굴로 책상머리에 혼자 앉아 하나만 생각[白面書生의 卓上空論]해도 안 좋아.
너무 골똘하면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
너무 스테레오 타입인가.
우리 지역은 모두들 서로 못 마땅해 하는 것 같다.
언론과 학자, 주민과 그 대표, 그리고 상공인, 공무원은 서로‘철없다, 심술궂다, 띄엄띄엄
한다’
며 네거티브 모티브가 너무 많아.
우리들 사이에 마음의 핀트를 못 맞추는 것이지. 백짓장을 맞잡고 있으니 찢어질 밖에 더
있나. 깐깐한 선비의 고장이어서 그런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더니 그 탓인가?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 기회를 잘 살려 살만한 고장을 만들어야지.
학자와 언론은 차가운 눈을 가지고, 주민과 대표는 따뜻한 가슴으로 나서야겠다.
그럼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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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 차가움과 따뜻함을 정확한 저울에 얹어 꼼꼼하게 불알[錘]을 갖다 대야지.
그러자면 반듯하게 생각해야해. 아전衙前들은 옛날 이름처럼 앞에 나서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모두 백짓장을 맞들어야 할 것 같다.
지방 자치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에서 시작된 거야. 눈만 뜨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요즈음에 이렇게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고래의 발이 진화해서 지느러미가 되듯이 근본
은 그대로야. 자치권은 누구에게도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지. 대신 우리 일
은 우리가 다 책임 져야해. 자치라고 해놓고 남 탓만 할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너무 외골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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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답
윤 상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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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답은 우리 가족만의 천수답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천수답일 수도
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나 함께 직장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타게 했던 적은 없는가?

●● 시작 노트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5월엔 고향엘 간다.
어머님 생신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여느 해와 같이 추억의 그림들이 살아있는 고향엘 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어린 시절 그렇게 높게 보이던 앞산이 지금은 지붕처럼 낮게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큰 바위 얼굴처럼 크게만 느껴졌던 할머니가 어느 날 작고 가냘프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
인가?
1)로 넘어 갔다.
아카시아 향기 따라, 조상님 땀이 스며있는‘장골’

가는 길이, 할머니 품처럼 편안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엄마 숨결 같다.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구슬픈 소쩍새 울음소리 쩌렁쩌렁 내 가슴속 깊숙이 파고들고, 맥
감던 냇가에는 들장미가 만발하게 피어있었다.
가뭄으로, 스쳐가는 봄바람에도 흰 들장미 꽃잎, 맥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산골 깊숙이 자리잡은 외딴 논에 다다르니, 아버지께서 건너편 논둑에 가녀린 몸으로 미
라 같이 쪼그리고 앉아 계셨다.

이게 웬일인가? 물이 가득해야 할 논에 물은커녕 물기 하나 없어, 미풍에도 먼지가 폴폴
날릴 정도로 바싹 마른 논바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현기증이 났다.
끼니 걱정하며 살던 시절, 어른들이 가장 보기 좋은 것 중의 하나가“자식 입에 흰 쌀밥
들어가는 것과 논에 물들어 가는 것”
이라고 들었던 잔상 탓인가?
요즘은 산으로 터널을 뚫어 관개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골짜기 논까지 맑고 푸른 낙동강

1) 장골 : 고향에 있는 들판 이름

자유기고 I

181

》
》자유기고

물이 사시사철 들어오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집 논 한 마지기는 아직도 그런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골
짜기 외딴집처럼 저 멀리 외롭게 앉아 있다.
이런 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니 순간, 내 가슴을 쾅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의 천수답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애간장을 녹이며 공부도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생활하면서 말썽피우던 그 옛날,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천수답보다 더 가슴
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때도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꽁초담배 뻐끔 뻐끔 피우면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우
두커니 서 계신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대지가 갈증으로 목말라 할 때, 단비가 되어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어야 할 내가, 아직도
마른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 않는가?
머리 수술하실 때 제대로 간병해 드리지 못한 상처, 농사일로 허리가 아프실 때도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아린 흔적 등으로 못난 천수답이 되었다.

지금 아버지는 부족한 아들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갖은 고생 다 하시고 남은 것이라곤 앙
상하게 말라버린 몸과 천수답 논바닥보다 더 타들어간, 새까만 마음뿐이다.

천수답은 우리 가족만의 천수답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천수답일 수도 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나, 함께 직장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타게
했던 적은 없는가?
아니, 지금 천수답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봐야겠다.
가뭄으로 논바닥을 하얗게 드러내놓은 저수지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논고
등과 달팽이와 수초를 보니, 내 또한 자연에 대한 천수답이 된 느낌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분에게 천수답으로 지내온 날들이
얼마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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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물을 역류하면서 이웃과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제 멋대로 지나온 발자국들
이 어설프고 부끄럽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흡족한 옥답이 되도록 새로운 수로를
뚫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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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자!
허 노 목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1. 지구의 달라지는 자연현상
며칠 전 프랑스 경제지가 보도한 기사라며
국내에 소개된 뉴스가 있다.
40년 뒤에는 알프스 스키장 40%가 사라진
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높아
지면서 스키장도 산꼭대기 쪽으로 올라갈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천혜의 알프스도 CO2 앞에
서는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남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 투발루
(Tuvalu)는 어떤가. 해수면 상승으로 몇 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 않는가?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50년까지 2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 기상청도 올해 장마철을 두고 시작은 예보하나 그 끝은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나
라 기상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아열대 지역과 같이 우기와 건기로 구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다. 태풍 루사(2002. 8), 매미(2003. 9), 마니(2007. 7)등 태풍도 기상 이변의 하나
로 기상학자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유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PCC)가 발표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은 우리를 깜
짝 놀라게 한다.
위 위원회는 2007년 11월 17일 지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아래와 같이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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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성서 발효의 본질은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
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고 본 것
이다.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지구 기온이 1.5~2.5도 상승하면 생물의 30%가 멸종
위기에 빠진다.
기온이 3도 이상 오르면 해수면이 상승해 전 세계 해안의
30%가 침수 위험에 빠지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020년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7,500만~2억 5,000만 명
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030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 물 부족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머지않아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도 녹아 내려 해
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배출한 온
실가스에서 찾았으며, 그 대책으로‘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로 억제하라, 적어도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돌려라’등 네 가지를 제
안했다.

3. 지구 온난화에 관한 협약
가.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의 이슈화는‘교토의정서’
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EU, 일본 등 34개국이 1997
년 일본 교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맺은 약속이‘교토의정서’
이다. 2004년 11
월 18일 러시아가 위 협약에 서명하면서‘교토의정서’
는 2005년 2월 16일부로 발효되었
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을‘1990년 대비 5.2% 줄인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의무감축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공통적이지
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에 따라 2012년을 기준하여 역사적 현재적 배출책임이 큰 국가와 그
렇지 않은 국가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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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토의정서 발효의 본질은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
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고 본 것이다.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하여 지
구적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교토의정서 발효 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미국이 빠졌고
(2001), 그 다음 배출국인 중국 또한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가져왔다.
나. 발리 기후변화협약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07년 12월 3일~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0
여개국 대표자, 1만여 과학자가 모여 교토의정
서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
을 제시하는‘발리 로드맵’
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①기후변화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따라 장기적
인 협력을 위한 비전 공유.
②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
두 측정, 보고, 검정 가능한 방식으로 각자의 형
편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며 선진국의 노력에는
온실 가스 배출 총량 제한도 포함.
③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 강화,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을 돕기 위해 협력.
④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친화기술,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투자 증
진에 힘씀.
⑤위의 모든 노력을 2009년까지 완료,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보고 등으로 2009년까
지 2013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 새로운 체제가 만
들어진다. 이렇게 하여 향후 더욱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발리 로드맵’
에는 IPCC가 권고한 선진국들의 감축량(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40%)을 규정하는 문구가 빠졌고, 여전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초지일관 구속
력 없는 자발적 감축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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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내 산업계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
정하겠다는 정도의 자발적 감축 (측정 가능한 감축 목표)의견을 내었다.
그래서 이 발리 로드맵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하겠다.

4. CO2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
가. 유엔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였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가‘기후변화협
약’
을 유엔 기본협약으로 채택한 이래 매년 IPCC를 개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대책
을 논의해 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재임 중 해결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꼽고 있다. 직접 아마존 삼림지대, 남극을 방문하여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그 대신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 자체를 막지 말
고, 내뿜은 뒤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 여론을
이런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처리 기술을 개발하자는‘탄소
격리 리더십 포럼’
을 2003년 만들었다.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 등 미래 청정에너지를 개발
하는‘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십’
도 주도하고 있다.
또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주장하면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발리 로드맵을 채택해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기후변화 정책
에 관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당사국 총회까지 협상을 통하여 구체
적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다. EU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까지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매우 적극적이다. 교토의정서를 맺자고 논의하던 단계
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도 정했다. 2002년에는 약 4,5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목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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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줄인 기업들에는 초과 절감분 t당 3만 5,000원정도의 상금을 줬다. 2001년부터는
산업체가 쓰는 연료에‘기후변화세’
를 붙이고, 거둔 세금은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청정에
너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또 온실가스 절감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기후변화세
를 80% 깎아주어 기업들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힘을 쏟도록 유도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작년 6월 G8 회의에서 오는 2050년까지 주요국들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현 수준의 50%까지 줄이자고 제안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라. 일본
일본은 산업계가 먼저 움직였다.
교토의정서를 맺기 전 게이단렌(經團聯)이 주도해 업종별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고, 환경ㆍ외교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 2008년 배출량을 1990년보다 6% 줄
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EU국가 평균 감축목표인 8%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다.
그 밖에도 일본은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
다 한다. 여행 상품으로도 개발되어 활용될 정도라 한다.
마.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
회는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하여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선언문’
을 채택하였다. 작년에는
전경련과 업종단체가 공동으로 자율 실천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도‘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사업을 진행하고 있고,‘탄소 배출
권 거래소’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바. CO2 거래시장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이 온라인 거래소에서 처음 성사될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
은 지난 6월4일 국내 온라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인‘ACX-코리아’
에 탄소배출권 매물정보
를 올렸다. t당 15유로에 매각을 희망하였다 한다.
이미 일본이나 EU국가 등 온실가스 감축량이 큰 국가들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사서 모으는 중이며, 현재 CO2는 t당 15~25$로 거래
되고 있다. 2006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약 300억$이었고, 세계은행은 2010년이
면 약 1,500억$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차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BLU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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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도 온실가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마치면서
우리 대구시 의회도 CO2감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라도 만들면 좋겠다.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도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면 한다.
기업은 저탄소구조로 생산환경을 변경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 대구 시민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청정한 대구,
‘SOLAR CITY DAEGU’
를 알릴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대구시 의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경제규모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9위, 석유소비량 6위인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지구 온
난화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요즈음 쇠고기 광우병 문제로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이 기회에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캠
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소가 하품하고 방귀를 뀌면서 내놓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끼
치는 폐해가 대단하다니 말이다. 소는 우리나라에 약 200만 마리, 지구상 13억 마리가 사
육되고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각종 생활 쓰
레기와 산업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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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의정활동편에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년간 펼친 주요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의개최현황 / 의안처리현황 / 주요의안처리현황 / 상임위원회활동
특별위원회활동 / 시정질문현황 / 기타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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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현황
◈ 총 괄 : 9회 127일
정례회 : 2회 43일
임시회 : 7회 84일

◈ 회의개최 내역
회 별
계

구

분

9회

회
일수

기
기

간

127

제162회

임시회

16

2007. 9. 4 ~ 2007. 9. 19

제163회

임시회

16

2007.10. 2 ~ 2007. 10.17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7

2007.11.16 ~ 2007. 12.12

제165회

임시회

9

2007.12.20 ~ 2007.12.28

제166회

임시회

10

2008. 2.13 ~ 2008. 2.22

제167회

임시회

11

2008. 3. 4 ~ 2008. 3.14

제168회

임시회

11

2008. 4.15 ~ 2008. 4.25

제169회

임시회

11

2008. 5. 6 ~ 2008. 5.16

제170회

제1차 정례회

16

2008. 6.16 ~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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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처 리 내 용

구분
접수

처리

유형별
계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계류

174

195

147

43

5

1

소 계

93

106

65

37

4

1

의 원

30

32

23

8

1

시 장

56

66

35

28

3

교육감

7

8

7

1

예산·결산안

7

12

8

4

도시계획

1

3

3

동의·승인안

29

30

29

건의·결의안

5

5

4

1

규

칙

5

5

4

1

기

타

34

34

34

조
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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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대구광역시 교육·학 교육감

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예에 관한 표창조례

사회

(07.1.1)으로 교육감 선거가 공 (08. 4. 23) (08. 4. 25)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수정

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공직
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가
제한됨으로, 그동안 교육감이
시행하여 왔던 교육·학예에 관
한 각종 교육행사 및 대회 출전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표창 및 격려 등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
례로 규정하고, 그 외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위원 교육감

교육

회 교육위원상해 등

사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 개정에

원안

원안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07. 9. 12) (07. 9. 19)

보상금 지급에 관한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수당”
에서“의정활동비”
로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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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提案者 委員會
시장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각종 재난에 대한 소방 현장대

자치

응력과 신속한 긴급구조 체계를 (07. 9. 10) (07. 9. 19)

조례안

수정

수정

구축하고 3교대 근무를 확대하
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성격, 중요도, 난이도 등
에 맞게 직급을 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명예시민

시장

증 수여 동의안

원안

원안

행정

경제·문화예술·학술 등 다양

자치

한 분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함 (07. 9. 10) (07. 9. 19)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일본 히
로시마 시장에게 자매결연 10
주년을 맞아「컬러풀 대구 페스
티벌」
축제 참가시 명예시민증
을 수여하여 상호 돈독한 우호
유지및교류증진을도모하고자함.

대구광역시청소년육
성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교육
사회

「청소년기본법」
의 개정사항을

원안

반영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효 (07. 9. 13) (07. 9. 19)
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관
리·운용 계획 심의기구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
원회로 변경하며 기타 조례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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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提案者 委員會
시장

도매시장 운영 관리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경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교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시 (07. 9. 13)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원안
(07. 9. 19)

축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
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장

으로의 전환 설립을

경제
교통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전

원안

원안

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07. 9. 14)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해산 동의안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07. 9. 19)

운영되어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

시장

연공원집단시설지구

환경

단시설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 (07. 9. 11)
한 사항이「자연공원법」
에 규정

조례 폐지조례안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원안

대구광역시 팔공산 자연공원 집

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원안

건설

수정

(07. 9. 19)

수정

건설

정비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

환경

여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토지 (07. 10. 10) (07. 10. 17)
등 소유 자의 동의율 완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수립 대
상구역 요건 완화 등 그 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
비점을 보완·정비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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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提案者 委員會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건설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사용수

환경

량의 1~2단계 누진구간을 통합 (07. 9. 10)

수정

수정
(07. 9. 19)

하여 요금 격차를 줄여 상수도
요금의 업종 및 누진단계의 차
등요율 적용에 따른 민원을 해
소하고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94.6%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박돈규

운영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

원안

원안

자문에 관한 조례 일 의원외

고를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07. 9. 7)

(07. 9. 19)

부개정조례안

된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에 응

수정

수정

5명

하였을 경우 자문위원의 실비보
상 범위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
대구광역시 지방기술 이경호

건설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의원외

환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형공사의 (07. 9. 17)

개정조례안

6명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개최 전에
입찰안내서, 입찰참여업체, 심
의일정 등 심의계획을, 당해 심
의완료 시에는 심의결과 및 향
후 공사 추진계획을 대구광역시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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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9. 19)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저소득주 박부희

교육

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의원외

사회

위한 조례안

10명

主 要 內 譯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 (07. 9. 13)

(07. 9. 19)

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구광역시 친환경상 김대현
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원외

건설
환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원안

원안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 (07. 9. 17)

(07. 9. 19)

구광역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

9명

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도록 함.
대구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이윤원
의원
권기일
의원
정규용
의원 외
6명

2011세계육상선수권 권기일
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의원외
구성 결의안

업관련 실태조사 특별 의원외
위원회 구성 결의안

9명

수정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인재

교통

육성,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기 (07. 9. 14)

(07. 9. 19)

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본회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채택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

(07. 9. 4)

한 특별위원회 구성

5명

성서홈플러스 민자사 김충환

수정

경제

본회의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추진과

채택

관련하여 시의회와 언론 등에

(07. 9. 4)

서 제기한 문제점 즉, 협약 내
용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부지
사용료 요율 및 무상 사용기간,
주변 교통처리실태 등 민자사
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인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
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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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성서홈플러스 민자사 박돈규
업관련 실태조사 특별

본회의

특위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민자사업 추진과정 제반사항 조

원안

사, 현장방문 및 시민여론 조사,

(07. 9. 19)

위원회 활동 계획 승 위원장

문제점에 대한 감사내용 분석,

인의 건

보고회 등 개최, 의회 및 언론의
문제점 제기사항 점검 등 활동
계획 수립

2011세계육상선수권 김의식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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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

본회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원안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

(07. 9. 19)

기 위한 활동계획 수립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提案者 委員會
시장

원능력발전지역협의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대구광역시, 구·군 소속 공무

자치

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07. 10. 10) (07. 10. 17)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을 협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안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

원안

원안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시장

촉진 조례 일부개정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교통

있는 투자유치업종의 다양화, (07. 10. 11) (07. 10. 17)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조례안

수정

수정

기업유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영, 투자유치정보 제 공자에 대
한 포상금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

시장

촉진 조례안

수정

수정

건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

환경

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07. 12. 3) (07. 12. 12)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양명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의원외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명

본회의

시 산하 공기업 등은 보다 효율

채택

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경영쇄

(07. 10. 2)

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기
업 본연의 경영목적에 배치하는
사례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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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사무 권기일

운영

主 要 內 譯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委員會 本會議
원안

원안

처설치조례 일부개정 의원외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 (07. 10. 5) (07. 10. 17)

조례안

례의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6명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
례를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의원윤리 김대현

운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원안

원안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외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 (07. 10. 5) (07. 10. 17)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례의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6명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
례를 일부개정
대구광역시의회 위원 류규하

운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원안

원안

회 조례 일부개정 조 의원외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 (07. 10. 5) (07. 10. 17)

례안

례의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6명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
례를 일부개정
대구광역시의회에 출 이경호

운영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

원안

원안

석 답변할 수 있는 관 의원외

계 공무원의 범위중 현재의 행 (07. 10. 5) (07. 10. 17)

계공무원의 범위에 관

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나

6명

한 조례 일부개정 조

열된 직위중 최하직위 이상으

례안

로 변경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김덕란
활동비 지급에 관한 의원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명

운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원안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 (07. 10. 5) (07. 10. 17)
례의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
례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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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 행정 송세달

운영

主 要 內 譯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

委員會 本會議
원안

원안

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원외

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례의 (07. 10. 5) (07. 10. 17)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조례

6명

례안

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증인등의 실비보
상 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

대구광역시 결산검사 박돈규

운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

원안

원안

위원선임 및 운영에 의원외

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례의 (07. 10. 5) (07. 10. 17)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조례

6명

례안

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 결산검사위원중
시의원인 위원은 일비지급 대상
에서 제외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권기일

운영

원안

원안

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례의 (07. 10. 5) (07. 10. 17)

운영에 관한 조례 일 의원외
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

6명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김대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외
6명

운영

문장표기를 한글화하는 등 국민

원안

원안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 (07. 10. 5) (07. 10. 17)
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
용한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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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정순천

경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의 이동편의 증진에 의원외

교통

을 수립하고 도로·교통계획 등 (07. 10. 11) (07. 10. 17)

관한 조례안

15명

수정

수정

에 최대한 반영하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예산확보, 도로,
버스정류장 등을 정비함.
원안

원안

대구광역시 성실납세 김덕란

행정

대구광역시세 및 구·군세를 성

자 등 선정 및 지원에 의원외

자치

실하게 납부한 자와 세입재정운 (07. 10. 9) (07. 10. 17)

관한 조례안

6명

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
공납세자 및 전자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
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
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
원 확보에 기여하게 함.

대구광역시 공사·공 양명모
단 및 출자출연기관

특위

본회의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조직 및

원안

인력운영의 적정성, 공기업의

(07. 10. 17)

운영실태조사특별위 위원장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고객

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만족 경영 및 공기업의 경쟁력

건

강화방안 등 에 대한 조사활동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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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2008년도 대구광역시

提案者 委員會
시장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

예결위
(공통)

主 要 內 譯
세입세출예산액
4,246,600 백만원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07. 12. 12) (07. 12. 12)

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공직자

시장

윤리위원회 구성 및

원안

원안

행정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자치

는 매년 대구광역시 의회 제2차 (07. 12. 3) (07. 12. 12)

운영에 관한 조례 일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부개정조례안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
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김의식

교육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설기능보강사업심 의원외

사회

대상 선정과정 및 집행과 관련 (07. 11. 30) (07. 12. 12)

의위원회 구성 및 운

11명

원안

원안

하여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

영에 관한 조례안

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
인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

대구광역시문화예술
회관 운영 조례안

시장

원안

원안

교육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사회

향토예술의 향상발전 및 공공집 (07. 12. 20) (07. 12. 28)
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
성화사업추진과 전시관, 방짜유
기박물관, 향토역사관의 소장품
관리 및 자체사업 수입원 발굴
등 회관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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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提案者 委員會
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

主 要 內 譯

교육

신설되는 4개 체육시설에 대한

사회

명칭을 정함

정조례안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07. 11. 30) (07. 12. 12)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강
변리틀 야구장, 강변파크골프
장, 만촌인라인롤러경기장

대구광역시 기초노령

시장

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교육
사회

조례안

「기초노령연금법」
의 시행에 따

수정

수정

라 연금비용에 대한 시 및 구· (07. 11. 30) (07. 12. 12)
군간 지방비 분담비율을 정하려
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시
60%, 구·군은 40%로 함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원안

원안

경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교통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도시철도 (07. 12. 3) (07. 12. 12)

례안

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에 따라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

교통

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 (08. 3. 11)
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
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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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경제

수정
(08. 3. 14)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자동차관

提案者 委員會
시장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경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부

교통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 (07. 12. 3) (07. 12. 12)
른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현행

안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

리사업 등록기준에 관

수정

수정

완하려는 것임.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

시장

용료 면제 동의안

경제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

교통

에게 지역특산품인 우수공예품 (07. 12. 3) (07. 12. 12)
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원안

원안

통한 지역 공예 산업의 육성 발
전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사용료
를 면제하고자 함.
경북통상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시장

경제

경상북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

교통

자하여 운영중인 경북통상주식 (07. 12. 3) (07. 12. 12)
회사에 우리시가 출자를 하여

원안

원안

양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운
영함으로써 경북통상주식회사
를 통하여 도, 농간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
으로써 대구 경북 경제통합 사
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어 다
른 경제통합사업의 가속화를 도
모하고,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
전을 이루고자 함.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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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도로명주소

提案者 委員會
시장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건설
환경

안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시장

건설
환경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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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건설
환경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
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07. 12. 3) (07. 12. 12)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
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 활용,
홍보 및 새주소위원회 설치·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원안
이「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 (08. 2. 21)
례법」
으로 개정되면서 학교용
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공동주
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
자로 변경되어 개발 사업 시행
자가 주택 등의 분양 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규정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
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
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
임.
미래지향적이고 친근한 기업이
수정
미지 창출 및 시민과 함께하는 (08. 2. 21)
일류공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하
여 공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경
영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며,「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손익금 관련 규정
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안
(08. 2. 22)

수정
(08. 2. 22)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 교육감

교육

립 운영 및 과외교습

사회

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원안
원안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07. 12. 21) (07. 12. 28)
대한 배상범위, 학원의 단위시
설 및 시설ㆍ설비 기준, 숙박시
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예결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경호

운영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
원안
원안
정비의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 (07. 11. 30) (07. 12. 12)
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
준과 같이 의정비를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
정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송세달

건설

류규하

환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원안
원안
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 (07. 12. 4) (07. 12. 12)
업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을, 설치 의무면
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
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
록 함.

(교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의원외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5명

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외
13명

세입세출예산액
1,783,747백만원

수정

수정

(07. 12. 12) (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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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K-2 공군기지 이전 정해용
촉구 결의안

본회의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주민생활에 막대한 소음피해를

채택

의원외

발생시키고 대구의 발전을 저해

(07. 11. 16)

16명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K2 공군 기지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구광역시 저소득시 지용성

교육

소득원이 거의 없어 국민건강보

민 국민건강보험료 지 류병노

사회

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 (07. 12. 3) (07. 12. 12)

원에 관한 조례안

류규하

는 노인세대와 저소득 시민들에

유영은

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

의원외

감시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

22명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
만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
여 저소득 시민들의 건강을 보
호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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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수정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2007년도 대구광역시

提案者 委員會
시장

세입·세출 제2회 추

예결위
(공통)

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세 감면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행정
자치

시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행정
자치

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시장

청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행정
자치

시장

행정
자치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예 산 액 : 4,142,350백만원
기정예산액 : 4,094,770백만원 (07. 12. 26) (07. 12. 28)
증
감:
47,580백만원
수정
수정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직원이 구
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지원 (07. 12. 20) (07. 12. 28)
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안
원안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
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을 (07. 12. 20) (07. 12. 28)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
공기관은 50%로 함.
원안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의 (08. 2. 18)
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제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안
(08. 2. 22)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를 확
원안
원안
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07. 12. 20) (07. 12. 28)
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나,
2007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지역 방위훈련 실시 결과 문
제점이 나타나고 또한 통합방
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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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 교육감

교육

2008. 3. 1자로 개교하는 15개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회

교(유치원 7, 초등학교 4, 중학 (07. 12. 21) (07. 12. 28)

안

원안

원안

교 2, 고등학교 2)를 조례에 추
가하고, 기존 학교중 일부 도로
명 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
치 표시를「도로명주소 등 표기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

원안

대구광역시교육위원 교육감

교육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회 교육위원 의정활동

사회

의 지급기준이 대구광역시교육 (07. 12. 21) (07. 12. 28)

비 등 지급에 관한 조

청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례 일부개정조례안

(07. 10. 31) 됨에 따라 교육위
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변
경하려는 것임.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결위

예 산 액 : 1,651,512,762천원

(교사)

기정예산액 : 1,599,793,212천원 (07. 12. 26) (07. 12. 28)
증

감:

원안

51,719,550천원
수정

서중현

건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 의원외

환경

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체계를 (08. 3. 11)

대구광역시 자전거
개정조례안

15명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의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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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정
(08. 3. 14)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체육공원암벽등

提案者 委員會
시장

반장 및 만촌인라인롤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교육

공공체육시설인 대구체육공원

사회

암벽등반장 및 만촌인라인롤러 (07. 12. 20) (07. 12. 28)

러경기장』관리·운영

경기장은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안

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

원안

원안

함으로써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市費부담을 줄이는 등 운
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대구디지털산업진흥 정해용

본회의

원 지원관련 조사특별 의원외
위원회 구성 결의안

12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대구

수정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기 구성한

(07. 12. 28)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
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조사특
별위원회」
의 조사대상 기관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별도의 특
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구
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에 포함
시킴.

대구광역시 공사·공 권기일
단 및 출자·출연기관 의원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5명

본회의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

원안

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조사 특

(07. 12. 28)

별위원회」
의 조사대상 기관으
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추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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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원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 교육감

교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

속 지방공무원 정원

사회

무원 정원의 총수를 2,731명에 (08. 2. 18)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08. 2. 22)

서 2,558명으로 하고, 본청, 지
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719명에서
2,546명으로 함.
원안

대구광역시 유아교육 교육감

교육

유아교육과 관련한 협의회 심의

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사회

과정에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08. 2. 18)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08. 2. 22)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협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위원에 유치원 설립 업무담
당부서의과장을추가하고자함.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사무처

자치

리를 위해 시장권한의 사무 중 (08. 2. 18)

원안

원안
(08. 2. 22)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한이 없어진 사무를 위임사무
에서 삭제하며, 근거법규 일부
를 수정하는 등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도약

자치

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시 (08. 2. 18)
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구
축을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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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원안
(08. 2. 22)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提案者 委員會
시장

원 정원 조례 일부개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원안

행정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도약

자치

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과 (08. 2. 18)

정 조례안

원안
(08. 2. 22)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업무의 성격, 중요도,
난이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
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시장

공개 조례 일부개정

원안

원안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현

자치

행 규정상 일부 상위법 저촉여 (08. 2. 18)

조례안

(08. 2. 22)

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경부고속

시장

철도변정비사업특별

원안

원안

행정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

자치

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08. 2. 18)

회계 설치 및 운용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사업비의

조례안

합리적인 운용 및 사후관리를

(08. 2. 22)

위하여“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
업특별회계”
를 설치하려는 것
임.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시장

수정

수정

행정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된 규정

자치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08. 3. 11)

(08. 3. 14)

을 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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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시민안전

提案者 委員會
시장

테마파크 설치 및 운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08. 2. 18)
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원안
(08. 2. 22)

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원안

교육

종합경기장으로서의 기능과 부

사회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구 (08. 2. 19)
경기장의 이미지가 강한“대구

개정조례안

원안
(08. 2. 22)

월드컵경기장”
의 명칭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
두고“대구”
라는 도시브랜드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데 적합하도
록“대구스타디움”
으로 변경함.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시장

대구청소년종합지원

원안

교육

청소년들의 활동진흥과 위기청

사회

소년 상담·보호 등 통합적 서 (08. 2. 20)

센터설립 및 운영지원

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대

조례안

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원안
(08. 2. 22)

하고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
고택 관리·운영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교육

’
07. 11월 준공한 이상화 고택

사회

과’
07. 12월 기부채납 완료된 (08. 2. 19)
서상돈 고택은 시민이 관람하는
문화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고 市費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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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원안
(08. 2. 22)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유치기업(STX엔파코,

提案者 委員會
시장

동광리히터) 지원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경제

대구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기업

교통

과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08. 2. 19)

동의안

원안

원안

(08. 2. 22)

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세계적
조선용 엔진 부품사인 STX엔
파코와 초경량소음 저감자동차
부품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
유한 동광리히터를 성서첨단산
업촉진지역과 달성2차산업단
지(외국인전용부지)에 각각 유
치하기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동기업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코자 함.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이재술

행정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외

자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 (08. 2. 18)

안

11명

원안

원안
(08. 2. 22)

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
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원안

원안

대구광역시 친환경우 김영식

경제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

수농축특산물 등 명품 의원외

교통

경 우수 농축특산물과 지역 특 (08. 2. 19)

인증 및 지원 조례안

7명

(08. 2. 22)

산물의 품종 보호와 육성을 도
모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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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이동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특위

본회의

主 要 內 譯
범안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

채택

리·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08. 2. 22)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

의건

으로써, 향후 대구시의 민간투
자사업 시행 시 같은 시행착오
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
인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
의 감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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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 本會議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2008년 제1회 공유재

提案者 委員會
시장

산관리계획 변경안

主 要 內 譯

행정

검단산업단지내 유성청구아파

자치

트앞 도로부지 매입건

委員會 本會議
원안

원안

(08. 3. 11)

(08. 3. 14)

수정

수정

- 매입대상 재산
위치 :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71
면적 : 2,824㎡(지목 : 도로)
매입가 : 1,694,400천원(㎡당
60만원)
토지 소유자 : ( 주 ) 우 성 C N C
민병오
대구광역시의회회의 김영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외
5명

운영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

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08. 3. 10)

(08. 3. 14)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
심사제를 채택한 것은 예산안
및 결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
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결위원
회는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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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성서홈플러스민자사 박돈규
업관련 실태조사특별

특위

본회의

主 要 內 譯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추진과

채택

관련하여 시의회와 언론 등에서

(08. 3. 14)

위원회활동결과 보고 위원장

제기한 문제점 즉, 협약 내용의

서 채택의 건

적정성 및 준수여부, 부지사용
료 요율 및 무상 사용기간, 주변
교통처리실태 등 민자사업의 추
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을 면밀히 조사하여 규명함으로
써, 향후 대구시의 민간투자사
업 추진 시 같은 시행착오를 범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
실 확인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
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감시
를 통해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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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 本會議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提案者 委員會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사무처

수정

수정

자치

리를 위해 시장권한의 사무 중 (08. 4. 22)

(08. 4. 25)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
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

시장

간 위탁촉진 및 관리

수정

수정

행정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관한 심

자치

의·자문기능을 수행할 민간위 (08. 4. 2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 4. 25)

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

시장

부개정조례안

행정
자치

「지방세법」
의 개정에 따른 주행

원안

원안

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지역개발 (08. 4. 22)

(08. 4. 25)

세의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008년도 제2회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원안

원안

행정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도 증대를

자치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한“서편 (08. 4. 22)

(08. 4. 25)

주차장 지하공간개발 민자사
업”
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위치 : 대구스타디움 서편 옥외
주차장 지하공간
면적 : 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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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提案者 委員會
시장

설립 및 운영 조례안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교육

문화 창조도시 대구를 구현하고

사회

문화예술정책의 일관성·효율 (08. 5. 15)

수정

수정
(08. 5. 16)

성·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문화 생산자이면서 공급·소
비의 주체인 민간의 역량과 자
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

교육

신규로 설치되는 대구사격장의

사회

명칭·위치 및 사용료를 정하여 (08. 4. 23)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부개정조례안

수정

수정
(08. 4. 25)

운영하려는 것임.
대구사격장 관리·운

시장

교육
사회

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08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원안
공공 체육시설『대구사격장』
은 (08. 5. 15)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서

원안
(08. 5. 16)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市費
부담을 줄이는 등 운영의 효율
성을 기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

교통

용지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08. 4. 23)
산업집적 효과가 큰 아파트형공
장 건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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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경제

수정
(08. 4. 25)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

提案者 委員會
시장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설
환경

主 要 內 譯
「하수도법」
과「오수·분뇨 및

委員會 本會議
수정

수정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08. 5. 13)

(08. 5. 16)

이「하수도법」
으로 통합·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전부 개
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양명모

건설

의원외

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명

공동주택이면서 관리인이 없는

원안

원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대별계량 (08. 4. 21)

(08. 4. 25)

기 설치 세대수를 20세대 미만
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독립생활공간 제공 및
상수도요금 분담에 따른 분쟁을
해소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권기일

운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원안

원안

운영에 관한 조례 일 의원외

을 위하여 매년 6월 20일에 집 (08. 4. 16)

부개정 조례안

회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명

(08. 4. 25)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2007. 10. 4)됨에 따
라 해당 법령에 맞게 인용한 조
문을 바르게 정비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를 위한 정비기준』
을 반영하
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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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 행정 박돈규

운영

主 要 內 譯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委員會 本會議
원안

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원외

(2007. 10. 4)됨에 따라 해당 (08. 4. 16)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5명

조례안

원안
(08. 4. 25)

을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정비
하고, 관련 조항의 가지번호를
정비하여 법조문을 간결하고 명
확하게 하고, 법제처의『알기 쉬
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
준』
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는 것 임.

대구광역시 결산검사 송세달

운영

원안

(2007.10.4)에 따라 인용조문 (08. 4. 16)

위원 선임 및 운영에 의원외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5명

원안
(08. 4. 25)

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본문에

조례안

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례 명
칭 등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
임.

대구광역시의회 청원 김대현
심사규칙 일부개정규 의원외
칙안

5명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2007.10.4)에 따라 인용조문 (08. 4. 16)
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령, 조례 명칭 등을 띄어쓰기 규
정에 맞게 정비하며 용어를 순
화하려는 것임.

222 I 제11집 의회보

원안

원안
(08. 4. 25)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 조례 이경호

운영

主 要 內 譯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는

委員會 本會議
원안

공포에 관한 규칙 일 의원외

등 쉽게 잘 이해할 개정 수 있도 (08. 4. 16)

부개정규칙안

록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2007.5.

5명

원안
(08. 4. 25)

11)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바
르게 정비하고, 제명을 띄어쓰
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원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김의식

교육

화장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

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원외

사회

에 따라 화장 건수가 늘어나고, (08. 4. 23)

일부개정조례안

11명

원안
(08. 4. 25)

국제유가 급등으로 화장장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이용료 현실화가 절실
히 필요하며, 또한 화장장 이용
자의 30%정도가 타 시·도민
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혜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고 대구시민
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
내·외 주민간의 사용료 차등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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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提案者 委員會
시장

재원 조정에 관한 조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사회복지분야 투자증가에 따른

자치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08. 5. 13)

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원안
(08. 5. 16)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예산
제도 시행에 맞추어 산정수요
측정단위 조정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재원배분
의 공정성과 자치구간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시장

등 인사교류자 지원

수정

행정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중앙기관

자치

등에 진출하거나 중앙기관 등에 (08. 6. 23)

조례안

수정
(08. 6. 27)

서 우리시에 근무하게 되는 공
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
을 촉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원 여비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를 사후에 실비로 정산하여 (08. 5. 13)
지급하여 왔으나, 장기교육생
등의 여비정산 및 자료의 증빙
에 어려움이 있고, 정산제도 시
행으로 여비 지출금액은 증가하
여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여비를 정액제
로 지급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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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원안
(08. 5. 16)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교통유발

提案者 委員會
시장

부담금 경감 등에 관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경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대기질

교통

개선에 필요한 교통량 감축을 (08. 5. 14)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

안

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

수정

수정
(08. 5. 16)

정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확
대와 이행업체의 부담금 경감비
율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함.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시장

건설
환경

위치 : 북구 동호동, 수성구 범

찬성

찬성

물동 및 중구 남산동 일원 (08. 5. 13)

(08. 5. 16)

- 도시철도 3호선(차량기지·주
박기지) 및 달성로
결정(변경)안
철도(도시철도 3호선) 신설
- 차량기지 : A=81,084㎡
(북구 동호동)
- 주박기지 : A=22,677㎡
(수성구 범물동)
도로(달성로) 변경
- 구간 : 신남네거리~계대네거리
- 노폭 변경 : B=25~28m →
28~33m(L=898m)
- 노선명 변경 : 대로3-6호선 →
대로2-2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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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덕란

행정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의원외

자치

에 관한 조례 일부개

5명

主 要 內 譯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7.

委員會 本會議
원안

5. 17 법률 제8435호) 및「지방 (08. 5. 13)

원안
(08. 5. 16)

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2007.

정조례안

10. 4, 대통령령 제20306)에 따
른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법
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를 위한 정비기준』
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조합 규약안

시장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

교통

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 (08. 5. 14)
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
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
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대구경
북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하
는 한편,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조합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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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경제

원안
(08. 5. 16)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2007회계연도대구광

提案者 委員會
시장

역시 세입·세출 결산

예결위
(공통)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主 要 內 譯
결 산 액(단위:원)
세 입 : 4,330,690,742,067

委員會 本會議
원안

원안

(08. 6. 26)

(08. 6. 27)

수정

수정

세 출 : 3,802,088,997,275
예비비 지출액(단위:원)
2,604,000,000

대구광역시 지방 세입

시장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행정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특성상

자치

개인 및 복수 또는 팀별 징수공 (08. 6. 23)

일부개정조례안

(08. 6. 27)

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입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보완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감

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세

(교사)

입·세출 결산 승인안

결 산 액(단위:원)
세 입 : 1,759,094,533,200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08. 6. 26)

(08. 6. 27)

원안

원안

세 출 : 1,654,592,285,840
잔액:

대구광역시 문화재

원안

시장

교육
사회

104,502,247,360

「문화재보호법」
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대지 내의 건축물에 (08. 6. 19)

(08. 6. 27)

대한 건폐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등록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재위원 등
을 증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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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 모부자가

提案者 委員會
시장

정 자립지원기금설치

교육
사회

主 要 內 譯
「모·부자복지법」
이「한부모가

委員會 本會議
원안

족지원법」으로 개정·시행 (08. 6. 20)

및 운영 조례 전부개

(2008.1.18) 됨에 따라 조례의

정조례안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에

원안
(08. 6. 27)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박부희,

교육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관리·운영 조례 일 김덕란,

사회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 (08. 6. 19)

부개정 조례안

박정희,

가 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

유연은,

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순천,

가 설치·운영하는 수영장 시설

의원외

이용 여성들에게 생리기간 만큼

11명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

수정

수정
(08. 6. 27)

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
고자 함.
대구광역시의회 위원 김덕란
회 조례 일부개정조 의원외
례안

5명

운영

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 중심의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08. 6. 18)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명칭
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
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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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원안
(08. 6. 27)

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김덕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

主 要 內 譯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간

委員會 本會議
원안

사”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부 (08. 6. 18)

의원외
5명

원안
(08. 6. 27)

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
례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
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에서 인
용하고 있는“간사”명칭을 조
례에 맞게“부위원장”
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행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자치

유치와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08. 6. 23)

원안
(08. 6. 27)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권한사무 중 일부를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
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
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원안

행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방

자치

자치단체조합) 설치에 따른 특 (08. 6. 23)

원안
(08. 6. 27)

례사무 처리, 외국인 투자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 할 개
방형·계약직 등 전문가 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성격, 중요도, 난이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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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處理結果
議 案 名
대구광역시세 감면

提案者 委員會
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主 要 內 譯

委員會 本會議

행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

자치

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 (08. 6. 23)

원안

원안
(08. 6. 27)

동차는 주로 서민들의 생계용으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미분
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임.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양명모
및출자출연기관운영

특위

본회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채택

에 대한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08. 6. 27)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사를 통하여 공기업 등에 대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

의건

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코자 하며, 대내·외적 환경변
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 산하 공
기업 등의 경쟁력을 도모코자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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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운영위원회(위원장 류규하)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
수립, 위원회조례 등 의회 관련규정의 제·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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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방
향 등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8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40일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2회
의회운영 관련 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 : 20회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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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
정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
회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의회운영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Ⅰ주요의안 처리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은 조례안 15건, 규칙안 5건,예산결산안 3건 등 23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3회)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회)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회)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회)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회)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회)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Ⅰ행정사무감사Ⅰ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2007. 11. 19)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
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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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전문위원실의 주요기능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으로 주요한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 소관 상임위와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반드시 위원들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물품구입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
하고, 특히 차량교체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적극 검토할 것 등 2
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
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을 위해 대구시의회는 1999년
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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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시 정부가「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를 목표로 지식창
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우수한 학문·교육 인프라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시민과 기업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데 의회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공공기관 지방유치,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등 지역의 모든 혁신주
체들이 혁신역량을 결집하도록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시정의 내
부혁신역량 강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 및 행정기구 개편, 행
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증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 건전재정 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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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요의안 처리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면서 시대 과제인 지방혁신·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적 제도
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효율적인 조
직개편, 재난·방재활동의 기능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 시민들에게 파
급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년간 지혜를 모았다.

Ⅰ의안처리현황Ⅰ
계

조

례

안

제정

개정

7

21

37

예산·결산

동의안

3

6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김덕란 의원외 6명(제163회 임시회)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
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납
세자 등의 선정기준, 심사, 지원내역과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자진납세 유인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과
전자고지 및 납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이재술 의원외 11명(제166회 임시회)
이재술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용
역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천만
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복·
유사 용역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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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덕란 의원외 5명(제169회 임시회)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과 관련한 법령인「지방자치법」
이 일부 개정되고「지방자
치법시행령」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민간위탁관리위원회”
를 신설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과, 수탁기
관과의 협약체결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도 투명하
고 공정한 민간위탁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도 조례 입법형식에 비
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위임으로 판단하고, 현행 제도의 철저한 운영과 보완을 통한 공
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업무 추진을 당부하면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대책
으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100분의 52”
에서“100
분의 56”
으로 4% 상향조정하고,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과 측
정단위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우리시의 자매도시로서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교류활동, 도시간
우호증진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히로시마“아키바 타다토시”시장에게 그간의 공
적을 감안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아키바 타다토시”시장이 다양한 분야
에서 우리시와 우리나라에 많은 공적이 있는 것을 볼 때 명예시민증의 수여는 적절한 조
치라 판단하고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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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47,448㎡)의 쇼핑센터 33,000㎡·공연장 10,703㎡·음식점
3,745㎡등 지하공간개발 민자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변경안으로, 현지확인
을 통하여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도 증대와 운영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최근
역외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축과 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따른 문제점
과 대형 민자사업 유치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
는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
지난 1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제출
되었으나, 통합 당사자인 경상북도와 조례 심의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바 있으며,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에 시·도 의회의 참여
등 일부 조항을 경상북도와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도가 공동으로 선정한 대구경북 공동 추진과제(19개 과제)
등 대구·경북 현안사항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차원에서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류와 시·도
상임위원회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

Ⅰ행정사무감사Ⅰ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
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감사하여 이
를 시정 또는 건의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80건을 지적하고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Ⅰ향후 의정활동 계획Ⅰ
세방화(Glocalization)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능률적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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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행을 개선하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
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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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문화예술
의 저변확대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
으며, 분야별 산·학·연·관 협력 강화와 문화산업 정책조사·연구 등 문화산업의 경쟁
력 확보와 도시브랜드로의 육성을 위해 앞장서왔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노년층 권익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
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서 지식정보화 사회
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남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인간육성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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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안처리현황Ⅰ
계

조

례

안

제정

개정

7

16

35

예산·결산

기

6

타
6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사회복지사업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 규정에 동일한 지원이
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복지시설의 순기능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군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타당성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 2009. 1. 1~ 2009.12.31까
지 적용하여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화장수요의 증가와
유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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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가「공직선거법」
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이에 각종 교육행사 및 대회출전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위
해 표창 및 격려 등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해 문화 창조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정
책의 일관성·효율성·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문
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Ⅰ행정사무감사Ⅰ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보건환
경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교육청, 대구의료원 등 12개 기관, 총 365개 항목에 대해 중점감
사를 실시한 결과 48건은 시정요구하고, 77건은 건의 조치하였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분

수감기관

감사항목

2007

12

365

지적건수
시정요구

건의

48

77

비

고

Ⅰ향후 의정활동 계획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
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 및 창의적
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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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신산업 동력창출과 도
시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증대, 그리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
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하여 현장 확인
과 연구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을 위한 의회차원의 견제와 지원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Ⅰ주요의안 처리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도시 장기발전을 위
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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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안처리현황Ⅰ
조

례

안

계
18

예산·결산
제정

개정

폐지

5

5

-

3

기

타
5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과학기술발전 기반 조성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
행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과학
기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급속하게 변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중·도매업 허가시 반기별(6월, 12월)로 신규허가 받도록 한 것을 축산 부류의 경우 수시
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교통약자가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기업의 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업종의 다양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기업유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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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상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
상시켜 지역 특산물의 품종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등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
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노후 도심공단을 디지털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고자, 산업집적 효과가 큰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함.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
발계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와 해당 시설물에
대해 경감비율을 확대·시행하여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함.
<경북통상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 운영 중인 경북통상(주)에 대구시가 출자 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산품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대구·경
북경제통합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제고하고 다른 경제통합사업의 가속화를 도모함으로써,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함.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지역 특산품인 우수공예품 등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내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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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STX엔파코, RIETER-DK) 지원
동의안>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구.삼성상용차부지)에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세계적 조선용
엔진부품사인 STX엔파코를 유치하고, 달성2차산업단지(외국인전용부지)에 초경량 소음
저감 자동차부품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리히터사의 합작투자기업인 RIETERDK(동광리히터)를 유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08년 4월 25일자로 대구광역시
일원,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
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을 설립·운영하기로 양 시·도가 합의한 규약임.

Ⅰ행정사무감사Ⅰ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함
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익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
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본부·국·센터·사업소·공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4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55건의 건의사항을 시정 조
치토록 하였다.

Ⅰ향후 의정활동 계획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과 성서5차산
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구현
에 앞장서겠으며, IT·NT 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전략산업 고도화를 이룩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 도심 교통난 해소,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건설, 도시
철도3호선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협조의 조화 속에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항상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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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
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발과 도시발전,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편익을 추구하여 자치시
대에 대구가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소속위원 모두가 투
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다.

Ⅰ주요의안 처리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및 도시계획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
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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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안처리현황Ⅰ
조 례 안
계
17

제 정

개 정

3

9

도시계획
의견청취

예산·결산

기타

1

3

1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소비와 생산 촉진을 위하여 친
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구매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자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를 설치함.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위원장은 1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과 관련, 심의개최 전·후에 입찰 관련 서류를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 수를 250인 이내로 확대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평균 11% 인상하고, 시행일은 2008년 1월 납기 분부터 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수도검침을 매월 또는 격월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재개발 시에도 동일하게 4/5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정
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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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물의 떨어진 거리를 완화하고, 또 공개공지면적의 비율을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상점
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함.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사업
을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에서「대구도시공사」
로 명칭을 변경하여,‘개발’
을 표방하는
공사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창조에 기여하는 이미지
를 창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외투자 등 사업범위를 확대·조정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이「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되면서 학
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됨. 이에 기존 조례의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와 관련한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 절차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6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하여 왔으나, 현재의 도로여건과 환경이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재정형편상 자전거도
로 개설 등 시책추진이 미흡함. 이에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자전거를 실질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자전거 이용 수요를 창출하고자 일부규
정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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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설치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에서 50세
대 미만으로 확대·시행하여,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분담에 따른 분
쟁을 해소함. 또, 학교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부담을 줄임.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도시철도 3호선(차량기지·주박기지) 및 달성로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이 필요한 북구 동호동의 차량기지와 수성구 범물
동의 주박기지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하고, 도시철도 3호선 통과 구간 중 다소 협소
한 달성로 일부 구간(신남네거리~계명네거리)의 노폭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함.

Ⅰ행정사무감사Ⅰ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
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49건
중 140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9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Ⅰ향후 의정활동 계획Ⅰ
살기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균형발전 촉구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도로·건축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촉구
○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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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구성목적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승인을
위해 3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와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입분야는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세입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세출분야는 재정건전성 및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여부, 과다책정 되거나
부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이 없는지, 형식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은 없
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결산승인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투
명하고 알찬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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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활동기간Ⅰ
2007. 11. 16 ~ 2008. 7. 1

Ⅰ의원회 구성(제5대)Ⅰ
구

분

활동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007. 11. 16
~
2007. 12. 12

권기일

정해용

송세달, 박부희, 정순천, 김영식
서중현, 지용성, 정규용, 김충환
김대현

제165회
임시회

2007. 12. 18
~
2007. 12. 28

지용성

박부희

김대현, 송세달, 정해용, 정규용
김영식, 유영은, 서중현

제170회
제1차 정례회

2008. 6. 16
~
2008. 7. 1

정순천

정해용

이윤원, 유영은, 양명모, 김의식
김덕란, 이경호, 김대현

Ⅰ주요 활동사항Ⅰ
구 분(기 간)

참석

주요 활동사항(내용 및 결과)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4조 2,466억
(일반회계 2조 9,520억, 특별회계 1조 2,946억)에 대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007. 11. 16
~12. 12)

권기일
위원장
외 1 0명

종합심사를 통해 3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를 4조
2,435억(전년도 대비 9.7% 증가)으로 조정하고, 세출부
문은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7,837
억원(전년도 대비 14.8%)에 대하여 제출안대로 하고, 세
출부문은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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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기 간)

참석

주요 활동사항(내용 및 결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조 1,413억(기정예산대비 1.1% 증가)에 대한 종

제165회
임시회
(2007. 12. 18
~12. 28)

지용성
위원장
외 7명

합심사를 통해 10억원이 증가한 4조 1,423억으로 조정하
고, 세출부문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998억원 보다 517억원(기정예산대비
3.2%) 증액한 1조 6,515억원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음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총액 4조 3,306억
9,100만원(’
06년도 대비 3,511억 3,300만원 증가), 세출
결산총액 3조 8,020억 8,900만원(’
06년도 대비 3,046
억 1,900만원 증가)에 대해 세입부문에서 세입추계의 적
정여부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결손처분 및 과오납 반환
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제170회
제1차 정례회
(2008. 6. 16
~7. 1)

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정순천
위원장
외 8명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정관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
한 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결산총액 1조 7,590억 9,400만원(’
06년도 대비
1,064억 900만원 증가), 세출결산총액 1조 6,545억
9,200만원(’
06년도 대비 1,129억 9,400만원 증가)에 대
한 심사결과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미납과태료 징수대
책 마련을 촉구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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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구성목적Ⅰ
「대구광역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는 2002년 개통 운영 중에
있는 범안로 민자도로에 대하여 그동안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계획교통량 등 많은 문제
점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제158회 임시회에서 이동희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음.

Ⅰ주요 활동사항Ⅰ
2007. 1. 22 ~ 2008. 2. 29까지 2회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간담회 7회, 실태
조사를 위한 회의 7회, 현장조사 1회, 공청회 1회 등 활발한 조사를 펼친 결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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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관련, 경영, 실시협약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지적된 문제점 가운
데 교통량 증대 대책,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확보방안, 운영권 회수를 위한 조속한 협상
등 7개 항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
를위
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
또한, 범안로 삼덕용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 결과「범안로 전구
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집행부에 사업분석용역을 시행
토록 하여 범안로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
민, 전문가 등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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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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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구성목적Ⅰ
「성서 홈플러스 민자사업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는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약내용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사용료 및 무상 사용기간, 주변 교통처리실태
등 민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162회 임시회에서 박
돈규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음.

Ⅰ주요 활동사항Ⅰ
2007.9.4 ~ 2008.3.31까지 2회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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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현장조사 1회 등 활발한 조사를 펼친 결과 민자사업의 잘못된 법적용, 개정된 부지사
용료 규정 미적용, 공시지가 부적정, 환승주차장의 영업장과 미구분 관리 등 많은 문제점
이 확인되었음.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매장 주차장과 구분하도록 재정비하였고, 누락된 부지사용료 202
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서편 에스컬레이터 상시운영, 공원 편의시설 보완, 공원수목
보식, 선순위 용익물권 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성서 홈플러스 건축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서편 도로의 양방향 통행 방안 강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증설, 시민들
의 불신을 사고 있는 협약서 보완, 적정 공시지가 산정, 환승주차장 구분 관리할 것 등을
시정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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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구성목적Ⅰ
2007. 3. 27.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이사회에서 2011년 세
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우리시로 결정됨에 따라 市에서는 지원단을 설치하고, 조
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운영, 경기시설 개·보수, 선수촌 건립, 행사지원
등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과 국·시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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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활동기간Ⅰ
2007. 9. 4 ~ 2010. 6. 30(2년 10개월)

Ⅰ의원회 구성Ⅰ
구

분

위원장

간 사

제5대 의회

김의식

전성배

위

원

정규용, 박정희, 박돈규, 유영은,
권기일, 지용성, 김대현

Ⅰ주요 활동사항Ⅰ
구

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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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2008. 3. 12
(11:00)
시의회
소회의실

참 석

특위위원 9명
대회지원단관계자

주요활동(내용 및 결과)

육상대회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 등

I

I

Ⅰ구성목적Ⅰ
대구시에서는 도시공사 등 4개의 공사·공단과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시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에도 최근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경영쇄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양
명모 의원 외 9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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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요 활동사항Ⅰ
공기업 본연의 경영목적에 배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공단 4개 기관과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사대상기관에 추가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특별위원회 내에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4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고위 전문경영
인 자리에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억제 방안 강구 등 4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12개 민간위탁 역사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 13가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관련 용역의 과다발주 등 13가
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 부재 등 7가지, 환경시설
공단에 대해서는 기술·연구 전문인력 부족 등 12가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그에 대
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등 지도·감독 소홀 등 2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특위활동결과 문제점 등에 대한 시
정을 촉구하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70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하여 원안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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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현황
◈ 총 괄
질문의원수 : 33명
질 문 건 수 : 49건

◈ 분야별 질문현황
회
구 분

기

별

질

문

건

수

계

제162회
임시회

제164회
제2차정례회

제166회
임시회

제167회
임시회

제168회
임시회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제1차정례회

계

49

8

5

10

8

8

4

6

일반행정

7

2

2

1

문화체육

4

1

1

1

교

육

4

1

2

경제·산업

9

1

1

환경·녹지

2

1

1

상·하수도

1

보건·복지

2

1

교

통

7

2

1

1

도시계획

5

1

1

1

건설주택

7

1

1

소

방

기

타

1

1

2
1
1

2

2

2

1
1
1

2

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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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서중현
의원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

▶ 공영주차장

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

성시장 공영주차장 등 총7개소를 목표로 공영주

급하며 공영주차장으로의 확보

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칠성시장을 비롯해

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

서 4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건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중임.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칠

님의 견해는?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강제하기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

의무적으로 단지전체의 지하1

곤란하며 법령상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적률

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하

인센티브도 어려운 점이 많음.

고, 건축물 용적률에 인센티브

그러나 건축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를 줄 의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내 곳곳에 자전거 1만대를 비

▶ 녹색교통의

치하여 신분 확인만으로 시민

동은 매우 중요하며 앞산순환도로와 신천을 연결

누구나 이용가능한“대구시민

하고 신천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80여Km정도의

자전거 타기 운동”
을 전개하여

대구 자전거순환벨트 조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대기오염 개선과 도심교통난

서 중앙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자전

해소, 시민건강 증진 등의 효과

거타기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면서 확대

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

시장님의 견해는?

겠음.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전거타기 운

(시장)
도시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택

▶ 전 구.군이 쓰레기용기의 색상과 모양을 새롭게

가나 상업지역의 원활한 쓰레

디자인하여 예술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용기를 개

기 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 용

발, 비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음식쓰레기 거

기의 개선 및 집 앞에 쓰레기통

점 수거용기 비치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

을 비치하는 집에 인센티브를

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요일 쓰레기 수거 휴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제 시행에 따른 악취발생 등 폐단 개선과 관련하여

하며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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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서중현
의원

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

요일 저녁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언론방

으로 인해 쓰레기가 넘쳐나고

송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

냄새가 진동하는 폐단을 개선

겠음.

함으로써 깨끗한 대구이미지를

악취발생 저감 방법으로는 금년부터 구군별로 음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식쓰레기 개별용기 문전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장님의 견해는?

있음.
(환경녹지국장)

김덕란
의원

대구시 근대문화재 관리 및 활

▶ 등록문화재

제도시행 이전인 1989년부터 9건

용문제와 관련, 현재 대구에는

의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

1876년 개항이후부터 1960년

존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2001년에 등록문화재

까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제도 시행이후에도 구 도립대구병원 등 2건을 국

총134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재 대구시에 근대문화재를 보

등 7건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한편, 사대부

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독자적

고 본관 등 8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모두

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

26건을 지정 또는 등록한 바 있음.

부와 등록문화재의 활성화를

또한 1988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근대문화

위한 구체적 방안은?

유산 목록화 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의 근대문화유
산 재조명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근대문화재를 보전하는 대구시

조사된 근대문화유산 중 소유주의 등록반대로 상

의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과 관

당수가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문

련하여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다음 회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근대문

기에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화재 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

제출토록 하겠음.

에서 추진한 사항과 지금이라
도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의정활동 I

263

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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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김덕란
의원

개발과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할 것과 보

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 정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

전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재고하여

단순히 도시의 겉모습만 바꾸

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근대문화
도심속 근대문화재의 보존방법

재 등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조화롭게 고

과 이용계획은?

려되도록 정책을 반영해 나가겠음.

근대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와

▶ 근대건축물

관련하여 대구시의 문화재 정

도에 등록된 조양회관, 사범학교 본관, 동산병원

책은 어떤 과정으로 입안되고

구관 등 3건의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 기록화 사

집행하는지?

업에 반영해서 건물도면 실측사업을 완료하고, 자

도면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세한 이력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또한 문화관광부의 디지털아카

▶ 사이버박물관 건립도 예산의 절약, 청소년의 관

이브 정책에 대구시의 근대건

심도 제고 및 콘텐츠의 다양성 등 장점을 가지고

축물 도면 복원사업이 포함될

있으므로 역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음.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근대문화 박물관에 대
한 시장님의 의견은?
대구시의 근대문화재를 활용하
는 방안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 올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

대해서 정책과제로서 의뢰하는 등 꾸준히 준비하

립역사박물관과 근대 건축문화

고 있으며 근대역사관도 시립역사박물관 건립과

재를 이용한 근대 역사관의 조

병행하여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시립역사박물관

속한 건립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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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김덕란
의원

둘째, 대구시 근대문화재 보전

등록문화재 전문가의 확충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및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등 근대문화재의 보고인 대

할 것과

구가 문화도시로 부상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음.

셋째, 산재한 근대문화재의 관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시민단체

광자원화 및 관광마케팅전략을

등과 공동으로 이상화고택 보수사업 등 근대문화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끝으로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과 약령시내 한방웰빙타운

대구시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애정어린 관심과 대구의 역사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함.

정규용
의원

대구시 상징물과 도시브랜드

▶대구의 도시브랜딩과 마케팅을 위해서 시에서는

마케팅 전략과 관련하여“컬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5년 컬러풀 대구로

풀 대구”수립목표와 구체적인

지정하였으며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외부의 인지

추진전략, 그리고 성과는?

도가 낮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이나 외
국인들이 대부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컬러풀 대구의 브랜딩 자체는 성공한

현재 시가 컬러풀 대구 이미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대구의 이미지, 나아가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

서는 대구발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부터

업이나 정책은?

남은 과제라고 생각함.

2006년 컬러풀 대구와 관련한

▶색채박물관은

시정질문에서 시는 컬러풀 대

층을 색채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금년9월에

구를 구현하기 위해 색채박물

발주해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색채박물관 조

관이나 그랜드디자인위원회를

성을 완료할 계획임.

대구경북디자인 센터 1층에서 3

설립하여 추진할 것이라 하였
는데 추진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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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정규용
의원

현재 CIP 관련 업무는 정책기

▶

획관실, 도시마케팅은 국제통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도시의 사례를 봐서 앞으

상팀에서 각1명씩 담당하고 있

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투자 역시 앞으

으며 도시마케팅 활성화를 위

로 확대해 나가겠음.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단일조직으로 개편하는

하여 서울시처럼 별도의 조직
을 구성하거나 각기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단일조직으로 개편
할 의향은?
캐릭터는 패션이, 슬로건은 컬

▶ 우리시의

캐릭터와 슬로건, 공동브랜드가 연관

러풀 대구, 공동브랜드는 쉬메

되어 연상되지 않고 대구를 브랜딩하는 전략에 방

릭으로 잘 연관되어 연상되지

해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

않고 대구를 브랜딩하는 전략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시간을 두

에는 방해요소인데 로고나 캐

고 연구토록 하겠음.

릭터 등 대구의 이미지를 공통

우리시의 여러가지 심벌마크, 캐릭터 등의 일원화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된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대구시 시목, 시화,

이미지화에 대한 견해와 통합

시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낮으며 우

적 이미지를 위한 방안은?

리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시브랜드로 활
용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끝으로 시 상징물이나 브랜드

▶ 우리시의 브랜드인 쉬메릭은 96년에, 컬러풀 대

사용에 관한 남용이나 훼손을

구는 2006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으며 컬러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풀 대구의 경우에는 좀더 사용을 권장하되 남용,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보

훼손하는 것은 단속해 나가겠음.

완장치는?

특히 쉬메릭은 이미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무단사
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
며 컬러풀대구를 비롯한 대구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창조적인 도시마케팅에 관하여 한층 더 열
심히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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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원

대구시의 행정체계는 출산은

▶ 과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사업

에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

및 양성평등은 여성청소년가족

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를 지난 1월에 전국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출산

으로 처음으로 신설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문제 해소를 위한“양성평등환

에서 저출산정책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여성정

경”조성을 위해서는 출산, 보

책과에서는 보육, 출산업무를 하도록 해 나가면서

육과 양성평등이 분리되어 지

운영과정에 기능이원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

원되는 행정체계는 적합하지

나는 것을 조정, 보완해 나가겠음.

조직에서는 집행업무에만 주력했기 때문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영유아 보육에 있어 훈련된 가

▶ 우리시에서는

가정보육모 사업과 유사한 아이

정보육모가 2~3명의 아이를 가

돌보미 사업을 금년 1월에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음.

정에서 보육하는 시범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은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

실시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여

며 현재 165개 가정에 돌보미 145명을 지원하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

있으며 가정보육모 제도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정보육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지만 가정보육모 양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로 도입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좀더 주
력을 두고 시행해 나가면서 가정보육모사업 도입
문제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시장)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타도시와 형평성을

두자녀 출산 맞벌이 가정에 대

▶

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강화하

유지해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기 위해 3자녀 이상의 자녀에

아울러 우리시는 금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

대한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안과 함께 출산가정에 대한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세제혜택과 자녀양육비 지원

있으며 2자녀까지의 확대는 시 재정여건이나
의정활동 I

267

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박정희
의원

등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대구시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

▶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총

설이 1.9%로 매우 미약한 실정

보육시설은 1,251개소로서 공립시설이 25개소이

인데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며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할 구

우리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25개소

체적인 방안은?

는 2010년까지 77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보육료 지원 방안에 있어 보육

▶ 재가아동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

재가아동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

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의 아

급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

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일

한 사안으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효율적인 보

정수준의 수당형태의 보육료를

육료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대한 수당형태의 보육료 지원이나

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08년부터 출산, 가족 친화기업을 선정하여 기

을 위하여 가족친화적 기업을

업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기업부문의 출산장

발굴하여 표창하고 대구시의

려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이겠음.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련,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법적, 제

이에 대한 견해는?

도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향후 설문조사 등
을 하여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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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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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 정비사업은

있는 정비계획의 도시경관계획

을 심의받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부문을 개선하여야 하고, 산,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는 스카이라

하천, 문화재 등 주요 조망축

인 위주로 심의를 하고 건축물의 의장, 색채 등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 정비계획

발과 도시경관 보존을 같이 고

에는 빠져있으며 다양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려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유도

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지 않고 근경, 중경, 원경에서 간단한 사진합성 제

한 대책은?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타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도시의 선진사례를 조사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음.
정비사업에 있어 환경보전계획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수립을 통해 대구시의 환경개

비계획 조례개정을 유보하였으나 주민들이 큰 경

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구

제적 부담이 없도록 도시경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서도 환경성 검토를 서울,

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에서 직접 기술적 지원을 하

대전처럼 조례상에 의무규정으

는 등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검토하겠으며 또

로 하고“대구광역시 환경성검

한 환경성검토를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의무적으

토 업무지침”
과 같은 종합적인

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서 충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

한 환경부문의 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영향 저감방

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

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보전 방

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음.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
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부문 정

▶ 2007년

7월 구군에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수

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환경성검토, 재해영향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와 경관계획의 검토로서 건축물 유형 및 입체형태,

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지역특성 이미지 부각, 조망권 확보 등을 철저히

하고,“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에 접수되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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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립지침”이 정비계획에도 적용

계획에 대해서 이의 반영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고

되도록 하며, 세부적인“환경성

있으며 정비계획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검토 업무지침”
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고 있음.

대구시 도시관리정책에 실질적

향후 정비사업에서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부분과

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부분 두가지 모두

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적

는?

합한 별도의 우리시 환경성 검토업무 지침을 마련
해서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음.
(시장)

권기일
의원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방
식이 당초 직선지하화로 계획
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2004년 11월에 대구시는 철도
주변의 슬럼화방지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
대적인 정비사업을 전제조건으
로 지상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정비사업
물량을 총사업비 8,047억원을
제시하였으나 2006년 8월에는
총사업비 1,418억원이 감액된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지상화에
찬성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
발을 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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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연변 정비사업은

答辯
辯 要
要 旨(答辯者)
答
答辯者)

대구시 공간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
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을 상대로 분명한 기준과 원칙
없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가지
질문을 드림.
첫째, 대구시는 지상화에 동의

▶ 2004년 5월 건교부장관의 철로변 전제로 한 경

할 당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부고속철도 지상화방안 제안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량과 사

공청회, 주민설명회,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지상

업비를 산정한 것인지? 또한 이

화 및 철로변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를 하였으며,

에 근거하여 지상화에 따른 전

이후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현장실사

제조건을 건교부에 제시한 것

후 기획예산처에서는 고속철도 본선사업과 직접

인지?

연관이 없는 시설과 완충녹지부분을 제외하여 사
업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사업비 8,047

둘째, 2006년 8월 기본계획에

억원보다 2,566억원이 감액된 5,481억원만 반영

서는 사업물량이 축소되고 사

하여 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수차례 투쟁

업비도 감액되었는데 사업방식

을 하여 정부안보다 1,148억원이 증가한 6,629억

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

원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도록 한 바 있음.

시가 기본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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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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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물량의 축소와 사업

▶

비 감액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

에서 제외대상인 구간에 대하여도 주민요구사항

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인데도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불구하고 대구시가 중앙정부로

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추가사업비

부터 사업비를 더많이 받아 내

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2006년 8월 기본계획 변경이후 정비사업구간

려는 노력보다는 주민들을 이
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넷째,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주
민들의 민원과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것
인지?
본 철로변 정비사업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

다섯째,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

▶

식하면서도 2011세계육상선수

대회에 맞추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너무

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으며 앞으로도 철로변

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축소

정비사업에 우리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된 사업이나마 추진하고 보자

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장)

는 생각이 있는것은 아닌지?
동대구역세권 종합환승센터 건

▶ 동대구역세권

립과 관련하여 환승센터의 대

전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환승센터 위치, 규모 등

규모 건립은 동대구역세권 개

건립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예산확

발이 활성화된 이후 확대하는

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현가

환승센터가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차고지의 공

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종합

간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도

환승센터 개발방향에 대해 현

추후 검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 건립

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방안 이

코자 하는 종합환승센터는 동대구역의 입지여건

외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통수단간에 통합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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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11월말 경에 제

의견은?

시될 사전조사용역결과에 따라서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 확정 및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예산
이 확보되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
승센터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관공서 친환경 주차장 활성화

▶ 향후

와 관련하여 친환경도시 대구

경과 조화되는 잔디블록 등 자연친화적인 주차장

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

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분에서 조금만 친환경적으로

시에 있는 대다수의 관공서 주차장도 신축 또는 개

생각하면 도시의 이미지를 제

보수시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환경적인 조

고하기에 좋은 기제가 친환경

성으로 하여 대구의 이미지와 걸맞고 대구시민에

주차장 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게 시각적으로 푸르고 편안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

우리시에 있는 관공서의 경우

력하겠음.

신축 혹은 개보수시 친환경 주

시청사를 건립하거나 개보수시에 주변 환

(교통국장)

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할 의
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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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김영식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과 관

答 辯 要 旨( 答辯者)

련, 대구시의 경우 학교체육시
설을 일반인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못하며 다
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학교는
83개 학교로 전체의 20.2%에
불과한 실정인데 학교체육시설
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을 겸하게 함으로
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체 체육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지원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함.
학교시설 개방현황은 개축공사로 일시사용을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파악하고

▶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정도

제한하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

는?

가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고 있으며 체육관, 강당 및 수영장을 보유한 172

학교운동장 개방뿐만 아니라

개 학교중 123개 학교는 주민의 사용허가 신청을

체육관, 다목적 체육시설 등에

받아 허가하거나 입찰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

대한 개방현황은?

여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교
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개방토록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유도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별한 사정상 개방하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강제로 개방

떻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지?

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향후에 학교인근 주
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선용이나 생활체
육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적극 개
방토록 앞으로 더욱 지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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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영식
의원

대구교육청에서 학교체육시설

▶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정

충개선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

책과 그 시행 정도는?

며 신설학교 체육관시설, 기존학교 체육관 증축,

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학교체육시설의 확

신설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
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
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육
청 자체재정으로 4개학교에 대하여 운동장 다목
적우레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9월말 완료예정으
로 추진중에 있음.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 각급 학교에서의 시설별 징수금액 및 타시도 사

위해서는 현재 포괄적인 내용

용료 책정현황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29일자

으로 규정된 학교체육시설 운

로 조례에 시설별로 실비차원의 사용료 하한선을

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좀더 구

정함으로써 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화 할 필요와 학교체육시설

하였으며 상한선이 없음을 이유로 과다하게 사용

을 이용할 때 합리적인 이용요

료를 징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금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음.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
한 시 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이
나 대안은 있는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이용 확대

▶ 학교개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행,재

및 자생적 운영 능력을 제고하

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앞으

기 위해 시 교육청에서 제시할

로 상호 협력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을 지원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은 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군

는지?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해서
다목적강당, 체육관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상호 활
용할 수 있는 시설재원을 유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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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영식
의원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 기준은 학교의 전통, 대학진학

시행중인 학군은 1학군(중,동,

률, 좋은 시설여건 등이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북,수성구, 달성군 가창면)과 2

선지원 학교 선택 기준은 통학여건임.

학군(서,남,달서구,가창면을 제
외한 달성군)의 2개 학군으로

현재 우리시의 고등학교 학교군 제도는 학교 선택

나누어져 있는데 1학군이 2학

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큰 편이며 통학여건

군보다 선호되고, 1학군 내에

도 매우 양호하며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서도 수성구에 있는 학교가 더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함.

선호되는 실정임. 또한 동일 학
교군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군 및 지역간 학교수준의

가 혼재하고 있어 배정된 학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지역 우수교사 배치, 교

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육환경 우선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

실시되고 있는 학군제에 대한

력하겠으며 특히 비 선호학교에 컨설팅 장학활동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을 강화하고 시설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격차를 줄

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자체 의지가 부족한 학교

위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

에 대하여는 앞으로 학급수를 감축하거나 학교의

진해 왔는지?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도시환경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학교선택권 확
대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이 성
숙되어짐에 따라 대구시도 현
행 학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2개학군을 하나의
단일학군으로 통합하여 광역화
할 필요가 있으며, 단일학군제
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으며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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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김영식
의원

통합으로 타지역 주민의 위장

答 辯 要 旨( 答辯者)

전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
는데 교육감께서는 현행 학군
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을 확대할 수 있는 단일 학군제
시행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
지?

박돈규
의원

국제지식산업도시 프로젝트와

▶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경제는 중간점검에 의하

관련하여 시민들이 생계우선정

면 기계, 부품 등 산업생산은 분야별로 20% 가까

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운 성장을 보이면서 상당한 활력을 띠고 있음.

경제산업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특히, 십수년간 10%~15% 성장을 하던 섬유가 어

이 수립된 것인지와 주요 육성

려운 여건에서도 금년 9월까지 수출이 약 8%정도

사업은?

증가되었으며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활력을 보
이고 있음.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
각되며 여러가지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주택건설
경기이며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
이 약 10%내외임.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음.
▶ 금년에는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3대전략 11대 프로젝트를 확정하였
으며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있음.
이러한 3대전략 11대 프로젝트의 국제지식산업도
시 대구프로젝트가 설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면이
있으나 대구가 10년, 20년을 보고 설정한 목표로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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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박돈규
의원

경제산업정보서비스 실태와 개

▶ 경제개발비중

선책과 관련하여, 기업하기 좋

현재 경제개발비 대비해서 4.8%인 약327억원만

은 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 회

이 정보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

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음

으로도 체계적이고 기초가 확실한 정보인프라 구

에도 평가는 좋지 않음.

축에 힘을 쏟겠음.

기반구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기업중심
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성과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부분에서는 기업에

석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향

대한 지원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전환

후 운영 견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향후 개별기업에 대한 맞
춤형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후에 기업체의 만족도

기업활동에 중요한 요소인 인

조사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고 완벽한 맞춤형 지원

력수급을 위해서 구인구직정보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DB 및 맞춤형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은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되는데 견해는?
대구의 경제산업구조를 파악하

▶ 지역산업의

고 정책시행에 필수적인 대구

고 기업의 혁신역량이 취약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의 경제기반 정보 파악 및 지역

한군데도 없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대기업 및 첨단

산업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느

산업유치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정도 이루어 졌는지 의문임.

우리 지역산업의 강점도 산업인력 공급체계가 잘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

갖추어져있고 비교적 인프라가 양호하게 갖추어

반정보 파악과 기초조사 수립

져 있으며 대구가 산업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기능

대책은?

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

지역의 경제정보와 기업 및 산

▶ 기업정책정보

업정보에 대한 충분한 통찰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 및 산업정책 수립에

분석을 통해 정책이 집행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대구시에서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

는 2006년부터 대구하나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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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박돈규
의원

활동과 경제활동, 산업활동, 산

있는데 이 사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학협동 등의 기초정보를 통합

해나감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제공하는 경제산업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보망(경제통합플랫폼) 구축

또한 2008년에는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중소

을 제안하며, 중앙정부의 기업

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 포털과 연계시켜 중앙과

정책 정보와 연계하여 대구시

지방의 정보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의 독자적인 기업정책 정보DB
를 구축해 기업에 서비스하자
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기업들간의 맞춤형 정보교류를

▶ 대구시와 연구개발과제라든지 주요사업을 전부

가능하게 하는 기업정보DB는

연계해서 성과분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급한

나가겠으며 지역의 정보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의

과제인데 견해는?

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분야를 강

기업육성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화해 나가겠음.

수 있는 정책평가시스템의 구
축과 평가자료의 공개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사

▶ 기업정보DB 구축관련,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

업인 위의 기업지원DB와 기업

터 2009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여 대구경제플랫

정보 확대DB 구축을 통한 대구

폼을 구축할 계획임.

경제발전과 지역정보화 업그레

(정무부시장)

이드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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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의식
의원

위생매립장의 매립 포화시기가

▶ 현 위생매립장의 산술적인 매립 종료시기는 1년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6개월정도 남았으나 매립된 폐기물의 다짐, 자연

성서소각장의 처리 기능은 이

침하, 매립가스 포집과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안정

미 한계에 와있음. 빠른 시일내

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3년정도는 매립이 가능할

성서소각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2010년 9월 준공예정인 매

교체, 증설(600톤→800톤)이

립장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이에 대한 견해는?
노후화된 성서소각장 시설과 관련, 현 성서소각시
설은 시설의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떨어지며 1호
기 소각시설을 내구연한(15년)이 경과되어 현대
화시설로 교체할 계획임.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위

▶ 소량의

집수리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생매립장 반입을 허용한 5톤 미

으로 처리하기에는 절차상 문제, 반입수수료 차이

만 발생하는 건축용 폐기물을

로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반입과정의 문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 건

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확인과 지속적인 반

축폐기물처리장에서 매립하는

입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만 매

▶ 사업장

립하고 위생매립장 사용이 허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이 시에서

용된 사업장생활계(백화점, 유

하루 1,260톤 정도 발생하는데 소각시설 용량은

통업체의 포장지와 기타 가연

600톤에 불과하여 일부의 매립장 반입은 부득이

성 제품)폐기물은 성서소각장

한 실정이며 사설시설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이 현대화시스템과 용량증설이

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지역업체의 폐기물 처리비

될 때까지 만이라도 영업구역

가 대폭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을 전국으로 풀어 타지역 일반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한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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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의식
의원

8개 구,군은 폐기물 담당사무

▶ 향후 업무에 맞는 보직이동 문제는 구,군과 협조

관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

하여 폐기물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협의

정직이며, 하위직도 행정직이

해 나가겠음.

60%이상 차지하고 있음.
구,군 단체장들과 협조하여 직
무에 맞는 보직 이동에 대한 견
해는?
▶ 시에서도

매립가스 CDM사업, 성서소각장 잉여

환경재생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열에너지화 사업 등 환경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

정하는 등 폐기물정책의 로드

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체계를 구

맵 제시 필요에 대하여?

축할 수 있도록 폐기물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시장)

권기일
의원

도시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 도시장기발전을

구상하는 도시그랜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정책이 성공하기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디자인 두가지

위해서는 도시내부의 잠재력을

부분으로 구상하였음.

종합하고 고유한 개성을 찾아

그래서 미래 선진도시를 향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

내어 그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

랜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중에 있음.

하고 이에 근거한 도시이미지

또한 대구경북개발원과 같이 지금 함께 노력을 하

및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 일

고 있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선진대구

관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그림을 함께 그리도록 하겠음.

도시가 지향하는 이미지를 디
자인에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

▶ 도시경관디자인

부분과 관련, 도시경관위원회

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

는 법적인 기관으로서 법적인 심의를 하는 곳이며

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

그래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현

소간의 이미지 통합을 이루어

재 그랜드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장 두

내는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분을 포함한 여덟분의 소수정예로 구성하여 작업

기본인식이 확고해야 하며, 대

을 열심히 하고 있음.

구시의 도시디자인 정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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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

質 問 要 旨

권기일
의원

대구 도시디자인 정책의 목표

答 辯 要 旨( 答辯者)

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을

▶ 그랜드디자인

부분을 위해서 도시재생팀을 신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 것인지?

설하였고, 경관디자인 부분은 우선 T/F팀을 구성
하였으며, 기본목표, 기본계획이 나오고 할일이 정

제도의 정비를 어떻게 추진할

해지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음.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

(시장)

시기 바람.
산업디자인 정책의 추진현황과

지역의 디자인 산업을 견인할 대구경북디자인센

육성,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대

터가 지난 7월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현재는 색채

구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투

디자인 전시체험관 공사 및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

자부족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고 있고 내년 3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임.

및 브랜드가 없고 국제경쟁력
이 취약한 실정으로 디자인산

▶ 지역디자인센터의 건립목적은 산업디자인과 관

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 개발 지

련된 종합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원,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확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으며 디자인센터를 활

충 등의 시책 추진이 필요한데

용해서 디자인건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디자

대구시 산업디자인 정책의 추

인 전문인력을 위해서 코리아디자인 멤버쉽 사업

진현황은?

을 펼쳐나가겠으며 지역디자인센터 2층 공간에는
지역기업에 대한 고품질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

대구의 디자인산업을 육성,발

도록 하겠음.

전시켜 나갈 방안은?

내년에는 지역디자인센터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
축 및 세계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컬러풀 대구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해
서 국 제 디 자 인 축 제 인 Icograda Design
WeekDaegu2008을 개최토록 하겠음.
이밖에도 기업 R＆D 육성자금과 연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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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

質 問 要 旨

권기일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지원사업 개발과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
Mall 운영, 컬러디자인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자
체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광주, 부산에
이어 건립된 우리지역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해
서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디자
인산업의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
겠음.
(기업지원본부장)

서중현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자가용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보유대수가 늘면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민의 관

측면보다 이용측면에서 정책적

심이 적은 측면과 기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병행

노력이 중요하며, 자전거이용

사용에 따른 통행의 어려움과 안전 미확보 등 문제

의 활성화에 따른 장점이 많이

점이 많았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
지 못하는 이유로는

최근 고유가 및 건강한 삶 추구 분위기에 따라 자
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큰 만큼 시민

첫째, 관심과 의지부족으로 중

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청사진

위를 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 없으며,
둘째, 자전거 정책을 총괄적으

자전거 정책 중 타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다고

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고,

생각되는 정책은 2007년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되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

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후 수리하여 재생된 자

한 정책의 기본방향의 전환이

전거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예술디자인 자전

필요하며

거를 제작하여 신천변 관광투어를 실시하는 희망

넷째, 자전거도로상의 장애, 불

자전거 사업과 신천둔치 구신천수영장 부지에 자

법 도로점용 등으로 이용자에

전거 안전운전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2008년부

게 불편을 초래하고

터 운영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

다섯째,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

으로 사료됨.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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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현
의원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자전거 정책중 타도시와 비교
하여 경쟁력있는 정책은?
2007년 현재 대구시의 자전거

▶ 2004년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8%이었으나 앞

수송분담률 및 보유율은?

으로 자전거도로 수송분담률을 국가시책에 맞추
어 2015년기준10%까지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음.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으로는

▶ 공용대여

자전거시설 구축사업 위주에서

파리의“밸리브”
와 같은 공용대여자전거시스템과

실생활에 자전거이용을 보급,

같은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안에는 공

확대하는 활성화 방향으로 정

감하나 공용대여 자전거는 설치장소 확보, 전자카

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

드시스템 도입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

며, 근거리 보조교통수단 기능

완 개선책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검

까지 확대하고 파리의 밸리브

토하겠음.

와 같은 공용대여자전거 시스
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도 좋
은 정책사례이며, 생활권 자전
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지역에 통행목적
별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250개
정도에 40여대의 공용대여자전
거를 설치하고 관리는 전자인
식카드를 통하여 무인으로 운
영하며 재원확보는 전자인식카
드 판매, 광고사업을 통하여 일
정부분 확보하는 생활밀착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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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164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서중현
의원

자전거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및 자전

는 전담부서가 필수적이나 현

거활성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현재는 자전거 관

재 도로과에서 다른 업무의 일

련 업무는 건설방재국에서 1명이 총괄하고 있으

부로서 관리되고 있는데 자전

나 향후 중앙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자전거 관련 전

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교통국이 총괄부서가 되고 도
로과 등 협조부서의 협조를 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방향은 대단위 택지개발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담

공단조성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도록 적극

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와 자전

유도하고 아파트단지, 공단 등 출퇴근 연계도로를

거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건설하며 도시철도와 연계한 대중교통의 보조수
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구축하고 시
내를 통과하는 주요 하천둔치를 이용한 자전거도
로건설과 월드컵경기장, 앞산순환도로, 성서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벨트조성 등 편리하게 자전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
겠음.
또한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설치, 인도경계석 턱낮
추기,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부대시설도 지속적으
로 확충해 나가겠음.
(시장)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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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전성배
의원

대구교도소 주변은 교육환경

▶ 1995년

침해, 건축물 고도제한, 시국사

터 이 일대가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화가 진행된

범과 관련한 수많은 시위 등으

지역으로 현재 달성군의 중심지이며 대구도심권

로 도심권의 발전과 주민의 정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대구교도소로 인하여 이 지

서함양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

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용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수많

실무자선에서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으나 대구교

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도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을 건의하고 적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부

정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부
대구교도소 이전에 대해 적극

족하였으나 우리시에서도 대구교도소 이전의 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앞으로 달성군

한 견해와,

과 협조해서 시 차원에서도 법무부와 이전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음.

이전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타 시도(청주,전주교도소,부산

▶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법무부

구치소)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의 의견은 영등포 교도소 외 4개소가 이전을 추진

입장에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

함으로 인하여 예산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진

않아 2015년 이후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나

행중인데 대구만 달성군만의

시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무부 등 관련

문제로 한정시킨 채 대구시에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음.

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한
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시 도시개발공사와도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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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전성배
의원

교도소 이전을 위해 전담팀을

▶ 도시계획부서에

구성하고 이전 타당성용역을

협의, 이전방법 강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어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은 먼저 지역의

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기관(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하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실

고 앞으로 법무부와 이전을 협의하면서 적정시기

것인지 답변바람.

에 조사용역 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음.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무부와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들의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의 저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시장)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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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정순천
의원

대구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와 농공단지 등은 이미 포화상

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위천공

태이고 공장용지의 수요예측

단이 10년가까운 노력이 무산된 이후에 소규모택

잘못으로 인해 현재 조성되고

지라도 좀 더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쪽으로 방향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빨라도

을 바꾸었음.

용지난과 관련하여 대구시도 용지공

2, 3년 뒤에야 입주할 수 있어
공장용지난이 향후 지역경제

우리시에서는 1차로 봉무산업단지 산업용지를 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

기에 착공하였으며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세천,

음.

성서5차산업단지임.

향후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변

성서5차산업단지의 경우 절대농지 해제, 그린벨트

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해제 등 몇년이 걸릴 일을 1년 안에 해내었으며,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지역기

세천은 용지가 충분하지 않아(약40만평정도)산을

업과 대구경제에 피해를 최소

깎아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승인받아 현재 보

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

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3월에는 기반공사 착

련하고 계신지?

공을 하겠으며, 늦어도 연말 혹은 내년초에는 분양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역외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 지난 2,3년간 성서4차단지 분양, 삼성상용차 후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적지 분양, 달성2차 분양에서 외지업체를 우선하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함.

고 우리 지역업체를 역차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활동

은 오해이며 총 256개 필지 분양중 216개 필지

을 계속해 온 향토기업이 신규

84.3%를 지역업체에 분양했다는 점을 말씀드림.

투자나 증설 할 경우, 공단분양
에 있어서 역외기업 및 해외기
업 우선정책에 상응하는 향토
기업지원정책을 펴실 용의는?
공단분양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 탈락된

잠재적으로는 대구가 유치해야

정부와 협의해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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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중앙

제16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정순천
의원

할 기업인 만큼 분양을 받지 못

반영된 지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

해 역외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2단계 내용을 담은 특별

기업들에 대해 어떤 시책으로

법이 개정되면 우리지역에서 장기간 투자한 기업

배려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며, 앞으로 우
리 대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아울러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한 지
역 기업에게 예우를 충분히 해주기 위하여 스타기
업, 천억클럽, 3030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30년이상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3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인 3030클럽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회사대표들을 모시고 현판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음.
이분들에게는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에 인센티브를 드려서 오랫동안 우리경제에 기여
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
만 노력을 해나가겠음.

대구시에서 마지막 남은 잔여

▶ 끝으로, 달성2차 외국인단지를 해제하여 일반분

공단부지는 달성2차단지의 외

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 하도록 하

투기업용지 79,154평방미터 뿐

고 전체를 해제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

인데 향후 지식경제자유구역

정을 하도록 하겠음.

지정과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따

(시장)

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시에 외
국인전용단지가 함께 조성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기업용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 달성2차 외
국인 전용단지를 국내기업을
위해 제공할 의향은?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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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영식
의원

지난 10여년 간 달성군 금포지

▶ 달성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

련, 하수관망 공사비용 60억원 해결방안으로서 주

면서 46만1천평방미터(14만

택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

평)나 되는 토지가 농지, 주거

도록 시가 주택공사와 노력을 해보겠으며 이후 달

용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성군과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손실로

협의를 하여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음.

데, 금포지구 사업의 장기적인

주민들도 아직 납부하지 못한 농지보존부담금을

지연 사유와 해결방안은?

납부하여야 함.

금포지구 오수발생량을 옥포국

▶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민임대주택단지의 중계펌프장

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먼

으로 유입하여 통합처리하기

저 득해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해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하수관

서는 서부하수처리장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내셔

망 공사비용 60억원 해결방안

야 변경이 가능함.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

조합이 하실일, 달성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일,

합이 분납하여 납부토록 하는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도

등 중재역할을 해나가실 의지

록 하겠음.

논공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

처리구역 변경을 하지 않

는?
지급보증을 서거나, 기반시설

그러나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지금 노후관거 정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

비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대구 하수도

으로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방

특별회계가 약 5,000억원 가까운 부채가 있기 때

안은?

문에 원리금 상환하는데 돈이 들어감에 따라 이 돈
으로 융자를 해주거나 지원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금포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는 말씀을 드림.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

달성군이나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하

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보조 가능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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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김영식
의원

대구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答 辯 要 旨( 答辯者)
▶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시 교육

(안)에 금포지구 하수처리계획

청에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교원의

을 반영하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작해서 승진가산점 항
목 그리고 점수기준 조정으로 대구교육의 균형적

농어촌 근무교사의 가산점 배

인 발전을 도모하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승진구조

정문제와 지역간 교육격차문제

를 구축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교원승

하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

진이나 인사정책을 가장 합리

원승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
사나 평정에 적용할 원칙을 올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원칙과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 교육청에서는

22명으로 구성된 교원승진제도

교원승진이나 인사정책을 해결

개선업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하

하려는지 그 입장은?

게 노력하는 교원에게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승진
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가산점 평정규정을 개정해

달성군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서 어느 특정지역에 승진대상자가 쏠리는 현상이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성적평

없도록 할 계획임.

정의 불리함도 만회하고 이들
의 사기 또한 진작시킬 수 있도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지역간

록 농어촌교육가산점을 어떤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해결책

방향으로 개정하실 것인지?

을 모색하고 있으며 첫째,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지역에 우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겠

대구지역은 2개의 학군으로 나

으며 둘째,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시

누어져 있지만 1학군이 2학군

설이 노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

보다 선호되고 1학군 내에서도

한 특별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학교의 교

수성구 지역 쏠림 현상은 지역

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음. 셋째, 학력이 낮은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

지역교사들의 연수를 확대실시하고 학교장 중심

키고 있어 대구지역의 교육균

의 자율장학활동을 강화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을 위해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육프로그

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대

램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넷째, 새롭게 바뀌는 대입
의정활동 I

291

제166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김영식
의원

구지역의 지역간의 교육격차

제도 홍보 및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다고 인식되고

문제를 어느정도 심각하게 인

있는 지역의 진학성과를 적극홍보해서 시민과 학

지하고 있는지?

생들의 특정지역 선호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음.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

(교육감)

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지?

정규용
의원

미군기지 반환은 서울, 부산,

▶ 남구

미군기지 반환문제는 상대가 있는 결정으

춘천, 인천 등은 이미 기지가

로서 주한미군과 합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되는 사

폐쇄되었거나 반환이 가시화

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

되고 있음.

한미군 공급인력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대구의 경우 남구 대명동, 이천

되었으므로 우선은 단계별 이전과 특별법을 활용

동 일대 캠프워크 등 3개소, 약

한 남구지역의 개발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1,088㎢(32만9천평)중 2만3천

생각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여평의 부지를‘06년까지 반환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구간의 반환시기가 지연되

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고 있는점은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반환이 지연된 이유와 반환시

에서 2007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현

기는?

재 주한미군측에서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국방부
에 통과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계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반환되는

속 지연되고 있음.

수도권이나 부산에 비해 대구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미군측으

는 일부만 반환되는 이유는?

로부터 이계획을 통보받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으며 2009년까지는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구간

A-3비행장 활주로 서편부지

이 반드시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추가 반환문제 등 기지반환과

협의해 나가겠음.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은?

부지면적은 2002년 3월 협정 체결당시에는 5만6
천㎡ 약 1만7천평이었으나 그간 국방부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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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정규용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에 따라 7만7천㎡ 약 2만3천평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활주로 서측 구간의 추가 반환은
2007년 5월 소파가결에서 채택된 이후 2007년
11월 제1차 실무협상하였으며 오는 2월 21일 제2
차 실무협상을 할 계획이며
활주로 서측구간도 우리시의 독자적인 요구에 의
해서 추진이 되는 만큼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비용
등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나 주한미군 및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통해 전략을 마련해서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미군기지의 단계적 이전 추진

▶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

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특별법

의 지침에 따라 2007년 4월말 계획수립에 착수하

에 의한 공여구역 반환 및 이전

였으며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

등을 약속하였으나 재원조달방

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의 수정지침이 시달될 예정

법 등 기지반환 대책이 미흡하

이므로 수정지침에 따라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

여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

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며 이러한 기지반환에 대한 대
책 및 향후 추진방향은?
남구에서는 ’
07. 10월 장기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캠프워크
는‘도심속 신도시’로 캠프조
지는‘친환경 주거지’등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음.
이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기로
한「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
합계획」수립이 지연되는 사유
는?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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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정규용
의원

부지매입비용 300억원을 예산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협의지연으로 헬기장과

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반영

활주로 동측구간의 반환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내

하지 않은 이유는?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반환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장)

박부희
의원

달서구는 인구 60만으로 생활

▶ 달서구 분구 문제와 관련, 분구문제를 추진하기

권역이 월배권역과 성서권역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

로 나누어져 있으며 행정서비

하며 특히, 정치권의 합의가 뒷받침되어 법을 개정

스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

해야 되는 사안임.

여 수년전부터 분구의 주장이

지난 2002년에는 달서구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있어왔음.

를 거쳐서 2004년 12월 시에 분구를 제안하였으

또한, 대구는 인구수에 비해 구

며 시의회에서는 대구인구 감소추세, 분구에 따른

청수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

1,200억원의 재정부담, 정치권의 반대 등을 이유

여 적은 편인데 대구의 장기적

로 해서 분구 부적절이란 의견이 있었음.

균형발전을 위해 달서구 분구

달서구는 2009년 말이면 인구가 60만평이 초과될

또는 구청을 늘리는데 대한 견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편의 및 생활여건의 향상을

해는?

위해서 분구 또는 자치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지만 시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도 신중
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현시점에서 당장에 분구문제를 추진하기
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새정부가 출
범하면 중앙정부의 동향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따른 움직임을 맞추어서 달서구 분구문
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95년 성서 택지개발지구에 1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3만

만평의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

3,785㎡를 확보해 2003년 성서경찰서를 신축했

하여 성서경찰서 약3천평, 우

고 2007년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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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박부희
의원

체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부

했으며 잔여부지 2만㎡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

민원분소에 각각 1천평을 할애

용 중에 있음.

하고 나머지 6천여평은 임시무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계

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음.

최근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정

정부지방합동청사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 우리지

부 는 990억 원 의 사 업 비 로

역 발전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

2011년까지 대구지방합동청사

이며 11개 국가행정기관을 약 990억원의 예산을

건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투입하여 합동청사를 지어서 동시에 수용하는 사

있는데 향후 성서행정타운 부

업임.

지의 활용방안과 지방합동정부

우리시는 예정부지 선정에 있어 처음에는 대곡2

청사의 부지선정에 대한 견해

지구를 건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부

는?

지선정 절차 중에 있으며 대곡한실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추진토

달서구 대곡동의 대구지방합동

록 하겠음.

정부청사 건립 추진을 국민임

(시장)

대주택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의향은?
월성,진천동 신도시개발의 현

▶ 유천초교는 금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개교준비에

안과 관련, 월성1,2동과 진천동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신월초교는 금년 9월에 개교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급속

를 위해 공사중에 있으며 이들 학교가 개교되면 초

한 인구 유입과 개발로 많은 문

등학생 수용에는 현재 입주민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월배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구의 유천초교 등 학교가 아

또한 신도시 중심의 월서중학교가 금년 3월에 개

파트 입주에 맞추어 개교를 하

교를 준비하고 있어 중학생의 수용문제는 더 원활

지 못하여 민원이 많은데, 2010

해 질것으로 판단됨.

년까지 10만여 인구가 입주할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금년 3월초 유천초교

것으로 예상되는 월배신도시의

와 9월초에 신월초교, 조암초교가 개교되면 통학

학교신설과 통학구역 조정과

구역을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하도록 할

관련한 견해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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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의원

월배지구 단위계획 구역내 도

▶ 월배신도시

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착공 의

선에 1만 7천여m이며 그중 6개노선 7천여m는 개

향은?

통되었고 8개노선 1만m는 현재 미개설 상태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총14개 노

이 중 월배지구 단위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는 6개노선에 7,750m 정도이고 2개노선은 개설
이 되었으며 4개노선은 현재 미개설 상태임.
도로 미개설로 불편이 심한 진천 포스코더샵 북편
도로는 금년에 예산일부 10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조
암로에서 대천로 일부구간에 미개설된 구간은 조
속한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

▶ 조암로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에 따른 버스노선 증설 의향

있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가 시작되기 전

은?

에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인 대중교통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무허가 건물과 불법주차가 심

▶ 활주로 전체면적 17만3천㎡중 11만4천㎡는 성

한 옛 비상활주로 지역의 개발

서4차산업단지 조성시 편입되었고 2천㎡는 4차순

구상 및 주민 불편해소 대책 그

환도로 건설공사에 일부편입이 되어 공사를 완료

리고 거주주민들의 이주 정책

한 상태이며, 남대구IC 부근 구마고속도로 확장공

방안은?

사에 660㎡정도 편입되어서 한국도로 공사에 매
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나머지 남은 비상활주로는 약 5만4천㎡가 되며 이
주변은 산업과 문화기능이 결합된 출판문화산업
단지를 조성코자 25만㎡에 대해서 개발구상을 마
련해 놓았음.
금년 9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
용역을 곧 발주하겠으며 비상활주로에 인접해 있
는 구마고속도로변의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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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판문화산업이 수립되면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
토록 하겠음.
(도시주택본부장)

송세달
의원

달성공원은 점차 문화재로서의

▶ 달성공원내 동물원 이전문제와 관련, 이전에 따

가치가 상실되고 동물 악취로

른 비용이 약 1,800여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

주변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며

금 당장 이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올해 3억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자연공원정비 용역을

제로 재산권 침해와 개발에 장

시행하며, 다른 것보다 동물원 이전에 중점을 두어

애가 많은 실정임.

서 달성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동물원을 이전하

2003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면서 민자유치 방안 등을 용역의 중점과제로 포함

연구용역 성과품인 대구장기발

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재원조달 문제 등도 깊이

전계획
［대구비젼 2020］
에는 대

고민토록 하겠음.

구랜드를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용역을 의뢰하고 2006년
부터 9,628억원의 사업비를 투
입하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2007년도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금
년도 예산에 용역비도 계상되
어 있지 않음.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달성토성과 달성고분군 복원과

▶ 달성공원은 현재 문화재청 소관임. 그래서 문화

관련하여, 대구유일의 삼국시

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대 이전의 문화재로의 가치를

하고 우리지역에서도 달성토성, 고분군에 대한 연

영원히 잃지 않도록 훼손된 문

구를 좀 활발히 하여 문제 제기가 되고 중앙에서

화유적지와 역사적 유물을 정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얻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하고 조사하는 복원화 사업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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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달성공원 문제, 동물원 이전문제, 역사관 문제는

달성토성 원형보존사업의 조속

시민, 의회, 집행부, 학계가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

한 추진의지는?

는 게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며 달성토성 및 달
성고분군 복원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에 따른

달성고분군 복원도 달성토성

대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음.

복원과 함께 추진할 용의는?
도심재창조사업의 효과적인 추

▶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밑그림이 나올 예정

진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기본

이며 그 밑그림을 가지고 기본구상을 다듬을 계획임.

방향과 목표설정, 도심발전의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3월달에는 초안

밑그림이 되는 (가칭)도심재창

이 나올 것이며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께서는 많은

조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사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10년, 20년, 50년 뒤의 대구

업추진에 통일성과 연계성이

의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필요함.

드림.

금년예산에 도심재생사업 기본

▶ 도심재창조를

계획 수립 용역비가 확보되어

중구의 기폭제가 되도록 우선, 중앙로 대중교통 전

있는데 도심재창조 기본계획의

용도로, 이후 수창공원 공원부지 사업을 추진하여

추진방식과 다양한 사업간 연

야 하며 그다음에 뉴타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

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며, 뉴타운 사업중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는데

를 극대화하기 위한 복안은?

중심지형이 바로 도심재생에 맞는 업무지역을 재

위해서는 거점사업을 해야 하며

생하는 사업이며, 올해에 중심지형을 한두 군데 지
정하여 시범적으로 하고 이후 서너 개 정도 거점사
업을 구상하고 있음.
조직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조직은 작년에
도심재생팀을 만들었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
디자인팀을 만들 예정이며 도시재생팀과 도시디
자인팀에서 총괄토록 할 예정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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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현
의원

각종 행정규제 최소화 정책과

▶ 규제혁파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 규제 완화

는 타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많은 현장

와 필수적인 최소한의 규제를

민원 해소에 성과가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하며, 대

하는 규제정책을 펼쳐나갈 의

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매우 중

향은?

요하며 공단조성인가 등 여러 가지 규제개혁 또는

관련, 우리시의 민원현장 VJ특공대

민원간소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공장등록의 경우에도 법상 처리기한이 7일이나
시에서는 5일로, 구군에서는 3일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업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지난 1월에는 13명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
였고 우리시에서는 중앙의 규제개혁시책에 앞서
가도록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시민단체, 의
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국회의원 선거구를 12개에서

▶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우리대구의 대응이

13개로 확대하는 것과 정치력

대구의 정치력을 높이는 사례라 생각하며, 대구의

강화방안은?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계, 경제계, 언론모
두 힘을 합치고 시가 중심이 되어서 협의조정해 나
가는 정치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
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음.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

▶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상으로 해당 구군의회의

역시 단위의 8개 구군 경계조정

동의를 거쳐야 하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에 대한 견해는?

복잡한 절차가 놓여 있으며, 우리지역의 상호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론분열, 주민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갈 사항임.

분지지형인 대구는 산을 깍아

▶ 산업단지 부족문제는 대구가 안고 있는 가장 근

1,0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본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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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현
의원

하여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데

서4차단지, 달성2차단지 등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이에 대한 의견은?

서 노력을 해왔고 현재도 성서5차단지, 테크노폴
리스 등에 중소규모산업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현재 계획된 산업
단지의 조기착공, 조기완공이 시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음.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 산업단지 부족문제를 강
력히 제기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어
300만평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실현되
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지장기공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중장기 수요를 파
악해서 장기적인 산업용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대구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

▶ 광개토대왕비 건립과 관련, 좀더 연구와 고증을

기금을 모금하여 2.28기념공원

통해서 대구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공

내 광개토대왕비 건립을 제안

감대를 얻어서 관련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여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을 충분히 들어 검토하도록 하겠음.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현재

주민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

면의 문제와 바람직한 대규모 뉴타운 조성을 하기

해 뉴타운 개발지역내 도로 등

위한 개발비용 문제이며 수요는 부족하고 가격은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개발계획

올라갈 경우에 사업성공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어

에 흡수하고 계획에 따라 조성

떠한 형식으로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나열해

된 도로 등 공공용지를 자치단

놓은 듯한 난개발은 절대 지양해야 하며 필요하다

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면 시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백년대

우리지역은 두가지 문제가 있으며 수요측

계를 본 뉴타운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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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서중현
의원

뉴타운 사업지내 세입자나 소

또한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세입자 등 어려운 분에

액보상을 받은 시민을 위한 임

대한 임대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대주택 우선 확보대책은?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음.
(시장)

18년이상 걸리는 영남권 신공

▶ 활주로

4.8km 확장문제는 이전에 따른 기회비

항을 건설할 때까지 잠정적으

용 등을 감안할 때 활주로 확장보다는 대통령 공약

로 대구공항 활주로를 4.8km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확충하여 대형 민간항공기가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시는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여 영남

K2 공군기지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빠른

권 중심공항으로 운용하여야

기간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통정책은 10년, 50년, 100년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인

장기적 안목으로 기본적인 문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한 바 있으며

제부터 접근하여 추진하여야

금년도에 우리시의 교통정책 방향을 인간친화적

하고 우선순위는 보행자가 최

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대중교통이 우

우선이고 다음이 자전거 이용

선시 되는 교통정책을 추진코자 함.

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지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수송체계를 개선하고 교통,

하철, 모노레일 등 신교통 체

환경,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계, 자가용이용자 순으로 두어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야 함.

있으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극 활성화를 유
도하고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제

것이 교통정책의 중심이라는

정하였고 저상버스 30대를 금년도에 도입하여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

2011년까지 781대를 도입할 예정임.

며, 자전거도로와 시민자전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까지 80

대여사업은 클린시티를 지향하

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동편의시설인 엘리베이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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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서중현
의원

는 훌륭한 모델로 발전시켜 갈

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금년에 13대 설치하고 2015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

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할 계획임.

해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을 확대해 가고 있
으며 자전거 시민대여사업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
성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당장 도입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토록 하
겠음.
(교통국장)

이동희
의원

대구소재 학교 졸업생 54.8%

▶ 대구의

인재유출 문제는 결국 대구경제 문제와

가 대구지역에 취업하고 나머

직결된다고 보며, 단기적이고 보완적인 대책으로

지는 경북지역 또는 수도권지

는 인재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

역에 취업을 하고 있어 대구의

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며 작년부터 중

성장동력을 떨어지게 하는 악

앙정부, 지방노동청, 시, 관계기관이 네트워크를

순환이 계속되는데 지역의 인

구축해 인재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

재가 대구를 떠나지 않고 지역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3,4월 중에 노동청 등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역인재를

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

이에 대한 견해는?

겠음.
또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대
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을
우수한 인재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도 강화해 나
가도록 하겠음.
나아가 기업의 신규투자, 고용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
는 등 단기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서는 결국 우리지
역 경제살리기이며 우리지역 기업 육성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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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이동희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라 해외 또는 외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명박 정부출범과 더불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확대를

▶ 현재 중앙부처에 대한 우리지역의 대표성, 우리

통해 예산확보 및 지역관련 정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수 및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내 인

있는 현실이며, 몇 가지 원인중 우리시가 중앙과의

적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

인사교류에 대해서 타시도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

고,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를 활

과, 정치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함.

성화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

근래에 와서는 수도권 집중문제와 고급평준화로

과 상호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인해 우리 지역의 대표성이 최근 10여년 동안에

고 보는데 견해는?

많이 떨어져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교류, 파견교류
를 하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활력 있는 인사교류가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중앙과의 인
사교류를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인사교류가 아니더라도 관련기관에 파견
근무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구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 군수들
과 인사교류 협약도 체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
으며 현재 1년에 370명에서 500명정도 구군간,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가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구군
간에 인사교류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 인적네트워크와

관련, 2000년 5월에 대구광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 간의 네

시 해외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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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동희
의원

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므로 해

해외자문단 8개국에 14명을 위촉하여 이분들을

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명 내외로 확대하

에 진출시켜 정보수집, 네트워

고 무역 투자유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 스

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포츠분야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견해는?

(시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한

▶ 3호선이 개통된 후에 교통량이 증가되어 지산로

지산,범물지역 우회도로 건설

일부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등 교통혼

과 관련하여 2015년 이후로 계

잡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

획되어 있는 경찰청 ~ 청호로

로와 신천 좌안도로가 평가서 초안에 이미 반영되

간의 우회도로 건설을 조속히

어서 교통혼잡이 예측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

시행하여 2014년 도시철도 3호

기도로가 2011년 개통목표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선 개통과 동시에 개설 될 수 있

추가하여 보완하면 지산,범물 일원 교통량은 많이

도록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는?

앞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 3호선 착수전에 교통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우리시에서는 새정부 정책 비전과 전략에 상응하
는 도로 정책을 추진코자 하며, 산업단지 주변도
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행중인 도로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도로 정책을 추진하겠
으며,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는 사업비가 843
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시 재정상황,
전체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
이후 건설하는 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현재 추진중인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신천 좌
안도로 등이 개통되면 그때의 교통상황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우회도로 건설방안
을 연구,검토토록 하겠음.
(건설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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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재술
의원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 동대구역세권

신교통 시스템 건설계획을 조

용역을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행

속히 추진하는 것이 동대구역

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대구역지구 개발

세권 개발성공과 침체된 지역

을 위하여 작년 11월에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체결하고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였음.

라고 생각하는데 신교통 시스

신교통시스템 건설을 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시범

템의 조기 도입 계획에 대하여?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 추진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

개발 및 신교통시스템 건설 사전

으나 선정되지 못하고 2007년 12월에 가칭 대구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자기부상열차 시험노선에
모노레일 시스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제
안하였음.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방식
은 BTO 사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0년, 계획노
선은 산격동 EXCO~동대구역~수성유원지를 연
결하는 총연장 13.3km임.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5,105억원, 이중 민
간자본이 60%인 2,952억원이고 시 재정부담으로
보상비와 경전철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1,2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임.
제안된 민자유치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신교통 사
업 노선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차량시스템, 도
시철도 3호선과의 호환성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의뢰하였음.
앞으로 대경연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 재
정여건과 앞으로 건설되어야 될 지하철 4호선 이
후의 추가건설계획과의 연계, 지역주민들의 의견
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분석을 해서 시행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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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이재술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요구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음.
(기획관리실장)

북구 검단동 소재 전물류단지

▶ 2004년 12월 대구종합물류단지 타당성 재검토

예정지(42만평)가“대구종합물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

류단지 타당성 재검토용역”실

명되어 현재 대구물류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중단

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된 상태임.

것으로 판명되는 등 여러 가지

봉무지방산업단지, EXCO 등의 주변이 활발히 사

어려움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연계하고 우

상황에 있음.

리 지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회
생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여러가지

최근 봉무산업단지(이시아폴리

방안을 검토중임.

스)가 조성되는 등 주변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 따라 검
단동 전물류단지예정지 및 검
단IC의 활용방안은?
4차순환 외곽간선 도로망 연결

▶ 검단IC

건설공사는 1997년 시와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천

가 협약을 제출하고 경북고속도로 금호 1,2교 사

동로 ~ 봉무 IC간 연결도로 건

이 2.3km 구간에 금호교 철교 및 재가설, 지하통

설계획은?

로 박스와 진출입램프 설치공사를 2003년 말까지
추진하였으나 대구종합물류 개발이 중단됨에 따
라 추진하던 검단IC 건설공사도 중단된 상태임.
신천동로 ~ 봉무IC간 연결도로 공사는 2005년부
터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2006년 6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받아 국비지원의
길을 마련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
사 결과 검단동 물류단지계획 부지의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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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이재술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융자심사에서도 예
비타당성조사 결과 선행사업이 확정된 후 추진되
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심의되었음.
향후 검단IC 건설공사 및 신천동로~봉무IC간 연
결도로 건설공사는 전 물류단지 부지의 활용방안
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음.
(시장)

이윤원
의원

동대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

▶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혁신도

내에 입지한 대구기상대 주변

시 내로 대구기상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지역이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

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위원회 심의결과 혁신도시

해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고 있

계획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

음.

였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시에서는 동구청에서 추

동대구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

천한 대체후보지 4개지역에 대해서 현재 부산지

적인 추진과 시민들에게 높은

방기상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

수준의 기상행정서비스 제공을

라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구기상대가

위해서 대구기상대 이전과 기

이전할 경우 후적지는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

상대가 이전한 부지는 시민들

으로 전부 또한 일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

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동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

▶ 동대구역세권

지역 재정비 촉진사업의 원활한

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참여방안과 관

계획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

련, 주민조합대표자, 사업시행자, 시구의회 의원,

획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

전문가, 시, 동구청 관계자 등으로 사업협의회를

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

구성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주민의

최,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조정토록 하고 주민설명회, 시홈페이지

촉진방안에 대한 의견은?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추진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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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이윤원
의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되어서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동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기존

▶ 신암공원내에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에 추진되던 재개발,재건축과

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암공

차별화된 쾌적한 주거중심 뉴

원 보전정비 방안을 이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하여 신암공원 일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으로 신암공원 일대를 지역 주

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민을 위한“명품 커뮤니티 파
크”
로 조성할 의향과 추진방안
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 시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설치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으로 생각되나 가능한 한 중앙부처에 기반시설 지

방법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

원비용 및 민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우리시

나갈 것인지?

비 지원도 의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음.
조기에 기반시설 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총
괄사업 관리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우선투
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재촉진 조
례상 확보가능한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
록 하겠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건

법”
이 지방도시의 실정에 맞지

설되는 임대주택 일부를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방

않아 효과가 반감되어 사업을

안과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

과 관련, 임대주택 건립 용도를 기반시설 확보로

는 만큼“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 전환하는 법령 개전 건의 문제는 재정비 촉진

308 I 제11집 의회보

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윤원
의원

“도시계획조례“,“시세감면조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시도의 진행 사례를 면밀히

례
“ 등 관련자치조례를 재검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도개

하겠음.

선할 방안은?

기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과 제
도개선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촉진계획수립,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
록 하겠음.
(시장)

이동희
의원

대구스타디움과 주변지역의 교

▶ 국토해양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대

통문제는 장래 주변 개발지역

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광역

시범사업의 추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교통의 접근성, 환승주차장 및

인 시행지침은 금년 5월경 제정될 예정임.

복합환승센터 건립, 주차문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시

및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

범지구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

한 녹색교통축 구축에 대하여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고 있음.

할 것으로 봄.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

▶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구

을 범물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체육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종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적인 교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광역교

하며, 앞으로 도심재창조의 일

통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모로 건설을

환으로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활성화

향후 유니버시아드로의 미개설 구간, 도시철도3호

를 위해 대구스타디움 주변지

선 대구스타디움 방면 연장 등에 대해서는 대공원

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지향형

지역 개발추이, 교통수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도시개발을 통해 대중교통이

하여 추진할 계획임.

잘 정비된 자유경제구역 지구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내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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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동희
의원

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시범지구

와 시 외곽지, 지하철2호선을 연계하는 간선과 지

로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선버스의 노선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

(시장)

고 있는지?
마을버스 도입관련, 현재 버스

▶ 한때

운행은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속되어온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던 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취

을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선 33개 노

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

선으로 흡수하는 등 급행간선, 간선, 순환노선, 지

우 버스가 있는 간선가로까지

선버스 등 4개 체계로서 104개 노선으로 개편한

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바 있음.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으나 그간 계

우리시는 준공영제 시행 시 새로운 노선 개편에 따
이러한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

라서 기존 시내버스 158대를 감차한 바 있으며 무

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도

료환승체계를 구축하였고 극단적인 오지지역이나

입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고지대가 많지 않은 우리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33개의 지선버스가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그 나

마을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름대로 마을버스의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다고 생

권익을 보호하고 대구시민들의

각됨.

복리증진, 편리성 증대를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버스운행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

이에 대한 의견은?

하는 현재로서는 신규로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
보다 운행중인 지선 또는 순환노선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등 보완적 방법을 통해서 마을버스의 기
능을 흡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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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권기일
의원

민간보조금 지원의 취지는 민

▶ 민간보조사업의

간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

금 사업시행자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업

여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체가 선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업의

것인데 최근 보조금과 관련된

성격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철저한 사업분

불미스러운 사고가 연이어 발

석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사업시행

생하고 있어 보조금 사업의 지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

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지
원의 투명성과 건전성, 재정운

민간보조사업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영의 책임성 등 네가지 관점에

먼저 예산요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심사

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현

토록 하겠으며, 예산요구 때부터 과연 이 금액이

황파악 정도와 대응방안에 대

적정한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

해 질의코자 함.

토록 하겠음.
또한 예산 지원후에도 시에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기준 측면에서 민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음.

간경상보조는 포괄적 측면이

민간보조단체 직원들에게는 회계관련 교육과 공

있어 다른 민간이전 세목인 사

적자금을 쓰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

민간이 성장을 했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간자본보조 성격의 예산이 포

민간보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중단을 해야

함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를 예

되며, 앞으로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

예산편성단계에서 더 이상의 민간보조가 필요 없

하고 있는지?

을 경우 일몰제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효율적
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측면
에서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고, 발생된 이자는 반납
하며, 집행은 신용카드를 사용
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대구디
지털진흥원 감사 이후 보조금
사업의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였는지?

▶ 향후에도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문제
정도에 따라 예산삭감 등 조치를 하고 횡령 등 명
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단체는 당해연도 예산반납
과 지원을 중단하는 등 회계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의정활동 I

311

제168회 임시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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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건전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민간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성 측면에서 민간사업의 범위

운영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장

가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중복

치를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보조금결제전

되게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문

용시스템을 도입하였음.

제점을 안고 있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평가결
과 공개 등과 관련, 1차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자
체평가를 시행하고 2차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재정평가 전담조직을 활용해서 민간보조사업 전
반에 대해 재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우수한 사례
와 극히 미비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을 신
중하게 검토하겠음.

재정운영의 책임성 측면에서

끝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운영결과

정한 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에 대한 자치단체와 수혜단체

점검을 해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의 책임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통해서 공개하여 시민들이 공정하게 판단 할 수 있

시는 합리적인 사전적, 사후적

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의 보조금 관련 전산회계관리

민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의 지원

체계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요

기준, 지원방법, 절차지원의 투명성과 건전성, 재

구함.

정운영의 책임성 등 민간보조사업의 시행취지를
충분히 살려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신뢰받
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기획관리실장)

브랜드택시 업체선정에서 문제

▶ 대구

점으로 가격, 성능, 기술과 운

로 침체된 택시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질 높은 택

영경험 등을 들수 있는데, 가격

시서비스로 택시수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자

면에서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는 취지로 우리시가 지난해 1월 수립한 택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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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권기일
의원

타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과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시와 택시조합이 협의하

낮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사

여 추진하는 사업임. 택시조합은 사업시공사를

업자로 선정되었고, 성능면에

(주)웰컴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하고 2007년 12월

서 선불교통카드 불사용 결제

부터 콜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콜시스템 불안정

시스템, 검증되지 않는 통신방

의 문제와 함께 시공사인 (주)웰컴정보시스템의

식 조기 도입, 초고가 네비게이

계약미이행, 복제프로그램 사용 등의 문제가 발견

션을 채택하였고 기술과 운영

되어 지난 3월 26일 고발조치하였음.

경험 면에서 콜택시 관련 특허

이 과정에서 불법,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가 없고, 콜센터 관련 운영경험

결과를 봐서 엄정히 조치토록 하겠음.

과 기술도 없는 등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함.
운영시스템에 대한 감리보고서

▶ 브랜드택시

사업 재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택시

도 전체적으로 완성도 및 품질

조합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

보증활동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브랜드택시 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업 재추진은 시비의 추가지원 없이 사업을 완료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공사

록 하겠음.

가 선정되어 사업을 다시 시작

사업자 선정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 유능한 업체

할 때까지 콜 관제센터 운영에

를 선정해서 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애로가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

하겠으며, 가급적 기존장비를 활용해서 우리시비

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시의 이

추가지원은 없는 선에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미지가 악화될 것임.

향후 시에서는 면밀한 행정지원과 철저한 관리감
독을 통해 브랜드택시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이

브랜드택시 사태 해결과 조기

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공무원,

하겠음.

택시업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시장)

구성된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시의 방안은?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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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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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원활

▶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관련, 금년 하반기에 기

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주민들

반조성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까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연구기관들과

대구시와 토지공사는 주민들의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유가면 편입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 및 입지와 관

채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

련,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이주단지

하고 있어 주민반발을 초래하

는 총 612가구로 예정되어 있으나 주민대책위원

며 주민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

회에서는 현 유가면사무소 부근에 350가구를 요

분은 이주대책 관련사항으로

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

평생 유가에서 살아온 거주민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하였으

들이 모두 유가지역 이주택지

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에 거주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 의결이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임.

조율되면 보상절차 진행시 편입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정확한 입주수요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
의, 제반절차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
겠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

▶ 이주자를

안은 이주민을 위한 실효성있

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

는 이주, 생활대책 추진, 영세

요하며, 사업체 선정 등 사업주체가 결정되어 세부

민 지원대책 마련, 주민이주지

사업을 제안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음.

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 용지 제공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

실효성있는 이주, 생활 대책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

로 이주자택지의 단독, 블록형,

무주택자들이 입주토록 하겠음.

공동주택지등 다양한 제공, 이
주자택지 공급제외 주민을 위
한 공동주택 특별분양권 부여,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파이낸
싱 등을 활용한 상가건축 및 공
급, 창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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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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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위탁교육 시행 등의

答 辯 要 旨( 答辯者)

방안이 가능한데 시의 이주,생
활대책에 대한 실행방안은?
영세민 지원대책으로 임대아파

▶ 생활근거지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영세농

트 건립,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가, 세입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

지원, 노약자를 위한 경로복지

토록 하겠으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용

관 건립 및 무료입주, 건설사업

근린상가의 우선 분양권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

장 일자리 영세민 우선고용 등

하는 전업근로자는 우선 취업알선, 창업을 희망하

의 방안이 필요한데 시의 영세

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

민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실

고 필요시 직업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

행방안은?

도록 추진하겠음.
앞으로 주민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주민이주 지원방안으로 주민이

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이주대책

주 및 지장물 철거대책 T/F팀을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달성군, 토지공사 등과 적극

구성하여 주민애로사항 해결,

협의해 나가겠음.

주민의 건축비 완화 방안 모색,
전세자금 저리지원 등의 방안
이 필요한데 시가 준비한 주민
이주 지원방안은?
DGIST에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연구와 함께 고

테크노폴리스가 세계적 경쟁력

▶

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술발전의 상

과학기술자 유치·활용과 우수

호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DGIST와 공동으로 기

연구인력의 양성·공급이 지속

술대학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우리시에서는 지역대학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

들 우수인력들이 지역에 정주

치권을 비롯한 경제, 언론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할 방안이 있는지?

구축하여 DGIST 교육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
주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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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DGIST에 학사와 석박사 과정

▶ 우수한

을 설치하고 과학,영재고와 연

리스내에 현 정부에서 확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

계 운영함으로써 우수인력을

고등학교와 영재고등학교, 과기고, 특목고 등 영재

양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유치 그리고 과기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시의 방침은?

의 신설 등 우수고등학교 유치방안을 대구교육청

영재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테크노폴

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테크노폴리스의 우수한 교육환
경 마련을 위해 단지내 영재고
등의 설립의지와 DGIST의 연
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할 방안을 검
토하고 있는지?
DGIST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

▶ 금년 상반기 중에 디지스트 건립 첫삽을 뜰 계획

원을 이끌어 내고 향후 관련사

이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

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식행사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DGIST 관련 유력

DGIST 착공식에 국가의 중요

인사들을 적극 초청토록 하겠음.

한 의사결정자들을 모실 방안
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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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의 원

최근 발생한 학교내 성폭력 사

▶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초

건 등을 단순 폭력으로 보고하

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우리지역의 학교에서 일어

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들어 모

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

두 없었던 것으로 덮어 버리기

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이 사건에 대한 학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물론이

교 및 교육청의 조치사항으로는 학생 면담 및 성교

고 그에 따른 가해자 상담이나

육 실시, 학부모 면담, 전체학생 훈화 및 성교육, 학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렇

부모 계도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교

게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체해결에 노력하였고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5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

1일부터 감사요원 9명을 투입하여 당해 학교와 남

련하는 것은 불가능함.

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감께서는 학교(성)폭력에

책임있는 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처

성폭력 예방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방안이 있는지?

5월 6일 성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
견수렴회를 거쳤고 5월 8일에는 성폭력예방대책
수립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최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실태

이번 해당 학교는 물론, 전학교에 대해 유사사례가

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교과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건

나 재량활동 중에 성교육을 포

발생 학교에는 상담전문요원을 투입하여 전교생

함하여 연간평균시수 06년 7시

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간, 07년 9.9시간으로 나타났

를 하겠으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으며 성교육담당교사가 지정되

강사인력풀과 전담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폭력 및

지 않고 보건관련전공자 및 체

성폭력사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상황

육전공자가 대다수 담당자로

발생시 신고 및 대응매뉴얼을 개선하여 학교에 보

지정되어 있으며, 외부기관에

급하겠음.

서의 전문가 초빙교육도 아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성교육을 위한 보건교사

일반교사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단

시간만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

초가 된 음란물 무방비 노출문제 등 성폭력 유해

며, 교사대상 성교육 연수과정

환경 근절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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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최선을 다하겠음.

교육청은 학생들의 성폭력예방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

교육과 피해대책은 어떻게 세

서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

우고 있는지?

겠으며 CCTV 및 경보음 발생방범등 추가 설치 및
연간 전기요금 지원, 경비용역요원 순찰시간 연장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
행령에 의거 광범위한 범위의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

학교폭력을‘학교폭력대책자치

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성폭력이나 학생폭력은 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교육

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전 교사가 한마음이

을 세우고 대처하도록 하고 있

되어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함께 노력해야만

는데 금번 우리지역에서 발생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학생의 성폭력

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언론을

이나 학생폭력 문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

비롯하여 교육청의 보고에서도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이 기구를 통한 해결을 들어본
적이 없음. 과연 시 교육청과

앞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깊이 의견을 수

학교당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렴하고 필요한 시책이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대처를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

에 건의하여 새로운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람.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감)

최근 사회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유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
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전
문가들은 학교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데 막대한 예산때문에 경찰청
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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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루고 있음. 어린이 안전시

答 辯 要 旨( 答辯者)

설설치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실 용의가 있는지?

류병노
의 원

한반도 대운하, 그중 우선적으

▶ 한반도 대운하, 특히 낙동강 운하 건설과 관련하

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경부

여 우리 시의 입장은 적극 찬성이며, 우리 대구가

운하건설은 한강수계의 팔당댐

이 운하를 꼭 추진해야 할 이유로서

을 통과하고 충주댐을 우회하
여 조령터널을 거쳐 낙동강에

첫째, 비수도권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되는 운하 건설로서 자연

서 3가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늘

하천

500km 인 공 수 로

길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물길 낙동강 운하 건설,

40km(터널구간 포함) 등 총연

경제자유구역 이 세가지는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

장 540km에 달하며, 주운보 12

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함.

개소 및 갑문 12개소 등을 포함
하는 총 사업비 14조 1,000억

둘째, 낙동강은 홍수에 아주 취약한 구조이며, 낙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토개

동강 취수 차원에서도 낙동강 운하는 꼭 필요하다

조사업임.

고 생각함.

경부운하 건설에서 대구와 직

세째,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경부운하 구간중 낙동

접적인 연관이 있는 낙동강 운

강 구간은 하천 특성상 하천경사가 완만함.

하 구간은 총 연장 288km, 이

기술적으로 운하건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성

중 대구구간은 55km에 달하며,

과, 그리고 문화적 취수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측면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

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음. 그런 이유에서 낙동강

간한 한반도 대운하 기본구상

운하는 적극 찬성이고 또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안)에 의하면 대구시 달성군

고 생각함.

일대에 화물터미널 건설, 달성
군 및 달서구 일대에 여객터미

따라서 금년 3월 10일 낙동강 운하 및 연안개발

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하겠음.

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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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노
의 원

련하여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

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월에는 지역대학 및

고 있으며, 경제, 문화, 환경,

학회, 운하관련 세미나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바 있

생태, 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

고, 대구경북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낙동강 운하포

걸쳐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

럼을 5월 15일 경에 발족시키도록 하겠음.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가 대운하 사
업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
면서 공론화를 준비하는 현 시
점에서 대구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며, 현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봤을 때, 조만간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
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
로 대구시는 현 시점에서 대운
하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
명히 하여 정부의 대운하정책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시는 대구시민들이 대운하 건

우리지역 주민의 이해 폭을 넓히고 전문가, 시민단

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

체,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의견

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음.

결과를 밝히고,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시에서는 전담조직인 낙동강운하추진단을

에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

해 나갈지에 대한 복안은 있으

도 대운하 테스크포스팀, 또 관련부처, 건설협회

신지?

등을 방문해서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음.

대운하 건설이 보류되거나 지

그리고 낙동강운하 건설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

연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

고 영남권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영남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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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노
의 원

와 협력하여 낙동강운하 건설

시도지사와 원칙적인 합의를 하여 빠른 시일안에

이라도 우선 추진할 의사가 있

우리 대구에서 5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낙동강 운

는지?

하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조기추진을 정부에 정식
건의토록 하겠음.
또한, 주민의견수렴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적
극 실시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반대하는 분
들을 중점 참여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주민의견과 관련하여, 지방 주요일간지에서 대구
경북지역은 운하건설이 찬성46.9%, 반대 40.4%
로 나타난바 있으며, 운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70%가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

또한 대구시는 대운하 건설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낙동강운하와 연계하는

는 별도로 국가산업단지 유치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한반도 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운하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기

산업단지 유치와 대운하 건설

때문에 우선 우리지역에 가장 시급한 국가과학산

을 연계시켜 중앙정부의 정책

업단지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앞

방향에 대응해 나갈 의사는 있

으로 낙동강 운하와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염두에

는지?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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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 원

2007년 5월, 시는 2011년 세계

▶ 우리시에서는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6년부터 한차

를 위하여 팔공산 불교문화권

례 지표조사와 세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아울러 지난 1988년에는 부인사지 5만 9,809 평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

방미터를 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고 1989년부

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터 숭모전, 대웅전, 삼성각 신축과 각종 문화재 보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수사업 등에 현재까지 국시비 17억원을 투자하는

부인사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등 사찰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복원사업을
부인사는 신라천년의 고찰로서

시행해 오고 있음.

고려때 도감을 설치하여 초조
대장경을 만든 사찰로 유명함.

향후 종합적인 부인사 복원사업은 사찰측과 문화

팔공산 불교문화를 관광자원화

체육관광부의 계획 그리고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

하기 위해 부인사에 대한 역사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은 북송에

▶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간행된 대

방안과 관련, 시에서는 초조대장경의 천년의 의미

장경으로 고려불교문화의 면모

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문화

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

선수권대회와 문화관광자원화를 지키는 방안을

산임.

찾고자 노력하였음.

대장경도시 건설을 추구한다면
시가 주체가 되어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사업은 상당한 시일이 걸

을 복원하고 지역문화자원으로

릴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우선 초조대장경 1천년을

시의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방

기념하고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안은?

개최를 위해 예를 들자면, 2011명의 승려와 신도
등이 참여하는 대장경 관련행사를 대회 성화봉송
과 연계한다든지, 또는 평화축제인 팔관회 재연 등
2011년 대회와 연계하여 2011년 대회의 성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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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초조대장경의 국가적 관심을 모으는 계
기를 만들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에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와 고려대장경 연구소 공동으로 대구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기
초작업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매년 음력 3월 보름날 선덕여왕

▶ 올해로 22번째 맞는 선덕여왕 숭모제는 1986년

의 넋과 얼을 기리는 선덕여왕

부인사 주지로 취임한 연성타 스님이 신라선덕여

숭모제는 불자와 관광객이 모

왕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한 불교문화 행사로서 선

이는 신라문화가 함축된 대규

덕여왕 숭모제를 보건복지여성국이 담당하게 된

모 불교문화 행사로서 단순한

것은 선덕여왕 숭모제의 취지가 선덕여왕의 지도

여성지도자의 추모제가 아님.

자적 여성상을 본받고 신라문화를 계승한 우리 고

따라서 숭모제 담당부서를 보

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으로서 그 주관단체가

건복지여성국에서 문화체육관

여성단체인 점이 아마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함.

광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문제는 부인사 숭모제와 선
덕여왕 숭모제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불교계, 여성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음
(시장)

양명모
의 원

5년전 종세분화 당시 기준이 되

▶ 지난 2001년 4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었던 많은 요소들이 도시관리

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지침과 관계 전문가들의

계획의 변경과 주변의 개발사

자문을 거쳐 종세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업,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11월 20일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최종 결정고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

시하였음.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임.
도시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용

우리시에서는 종세분 결정과 관련하여 최고 고도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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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의 원

적률의 범위에서 층고제한을

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

없애는 등 전향적인 정책판단

로 층수완화를 시행해 왔으나 2005년 1월 지구단

이 요구됨.

위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국
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8월 8

이를 위해 층수완화 기준뿐 아

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결정시 2종 일반주거지역

니라 주거지역 관리의 기준과

의 최고 고도지구는 폐지하였음.

원칙인“주거지역 관리지침”
마
련과, 앞으로 종세분화와 관련

그러나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보호

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등을 위하여 종전 2종 지역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

지?

구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하
여 시행중에 있으며, 다만 개발필요성이 있는 지역
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중 주
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 59개소에 대해서는 사
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였음.
2종 7층지역, 3종 20층 지역을 용적률 범위안에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거지역 관리지침 작성
과 관련하여, 2003년 종세분 당시 전문가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논의시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와 도시경관을 감안하
여 2종 7층이하, 3종 20층이하로 결정한 것임.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주
거지역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층수완화, 건축물용도, 규모, 배치, 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
에 있으며, 주거지역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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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결정토록 하겠음.
종세분화 문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
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결정이후 5
년이내에 변경할 수 없으나 금년 11월 20일이후 5
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별 여건변화, 민원분석,
타시도 사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정이 필요하면 확실한 원칙과 기준
을 정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설득
과 홍보를 해나가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종세분
을 재검토할 예정임.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문제점

▶ 각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통합지침 마련 방안

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난개발

과 관련하여 그동안 타 시도 사례와 우리시 여건

문제가 단순히 용적률 하향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용

정만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

도지역 변경, 층수완화, 1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며,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1

형질변경 사항 등은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만평방미터) 이상, 종세분, 층

있는 실정이며,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따른 지구단

수완화 등의 경우 도시,건축공

위계획 의제처리시 개별법에 규정한 위원회 외에

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별도의 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의절차를 도입할 경

하고 있음. 또한 고층아파트와

우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증가되

주상복합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어 규제완화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도 있을 수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있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고 있으나 중복 등 비효
율적임.
서울시나 충청남도와 같이 주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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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의 원

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시 도시계

제처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획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여 도시계획분야에도

자문을 거쳐 처리토록 하고, 각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

종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통합

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통합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건축 관련 전문가, 관련업계의 충
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토록 하겠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 거론되는 등 도시주택 문제

끝으로, 도시주택정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와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

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으

로 제기되고 있는데 도시주택

며, 앞으로 주택문제와 도시개발 관련 등의 업무기

본부의 조직, 인력 등 구조적인

능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책 관련

문제에 대하여?

분야조직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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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의 원

최근, 경북도청 이전지가 결정

▶ 신청사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노후하

년간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고 협소한 시청사 문제가 다시

있음.

거론되고 있음.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문제와 부지

이러한 시점에 시청사 문제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대한 입장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어려운 지

건립필요성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1

역경제 회복에 시정역량을 집중시키고자 잠정적
으로 유보하였음.
시청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 최근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으로 언론을 비롯한

서는 시청사의 기능과 역할, 도

시민들이 시청사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과 대안을

심활성화, 건립비용과 재원조

제시하고 있으며, 시청사건립에는 상당한 시일이

달 방안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청사건립을 위한

게 검토되어야 함.

용역 실시와 공론화 과정을 민선4기에 마무리하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

는 등 준비를 마치고, 재건립은 대구의 경제사정이

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

허락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추진하

은데, 검토한 내용과 앞으로 추

는 방안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함.

진방향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시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심

이전까지 현 청사 맞은편 주차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비용과 재

장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고

원조달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에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한 후 점

공감하며, 재논의시 포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차적으로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생각함.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감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형성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청사 건립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준비를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
겠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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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辯 要 旨( 答辯者)

유영은
의 원

시장공약사항의 성과와 앞으로

▶ 민선4기

의 대안과 관련하여, 민선4기

류 대구”
를 시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

시장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지

고자 미래성장동력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과학기

지로 당선된 후“희망의 도시

술중심도시 조성 등 10개분야 154개 공약 실천을

일류 대구”
를 지향하는 10개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야 154개 공약을 제시하였으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

며, 정책추진과정에서 새로운

회 유치, 색채박물관 및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환경의 변화로 인해 목표이상

등 33개 사업을 완료하고, 대구경제살리기 펀드조

의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시행

성,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국립대구과학관 유치 등

착오를 겪으면서 정책변경이나

121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임.

실패를 하기도 함.

민선4기 후반기에 대구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시장으로 취임하면서“희망의 도시 일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 역량을 한데
2년 동안의 공약사항 추진성과

모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음.

와 앞으로의 대안은?
대구시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

▶지역의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

적 대안제시 필요성과 관련하

전을 이루기 위해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를

여,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의 새로운 발전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

프로젝트 및 공약사항 중 몇 개

을 위해 3대전략 11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으며,

의 사업프로젝트에 거시적 관

현재 시의회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잘

점에서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추진되고 있음.

대구시의 발전전략에 대해 구

앞으로 세부 프로젝트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필요

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하다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중앙정부의 끊

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

임없는 협력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하

해는?

겠음.
11대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점검,
분석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보완, 수정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겠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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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은
의 원

현 총체적 위기상황 해결방안

▶ 우리지역의

과 관련하여, 고 물가, 고 유가

하고, 지난 3월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

등 현재의 총체적 위기상황 해

방 공공요금 11종을 상반기중에 동결하기로 방침

결방안 및 범시민 운동 추진방

을 정하였으며, 상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 운영,

향은?

음식,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 협회 대표자와 간

소비자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

담회 개최, 시민이 참여하는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및 가격담합에 의한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 단속을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확
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에 대책을 건의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고유가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

에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대책의 추진을 통해 에너
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협
력을 통해 범시민적인 공감대하에서 추진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승용차 이용 10% 축소, 건축심
의 시 에너지 절약계획 반영,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고 에너지 절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음.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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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 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의

▶ 정부의

대책과 관련, 올해 발생한 조류

게 보완하여 수립한‘대구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인플루엔자는 인간에게 감염될

매뉴얼’
이 있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바이러

평시 방역대책으로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 및 일제

스로서 대도시까지 확산되어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시 발생

문제가 심각함.

지 주변 방역대 설정 및 가축이동 제한, 살처분 및

중계장과 부화장에 대한 인허

소독, 예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표준방역지침을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

가 과정에서 미리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의 표
준방역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조류 살처분 후 매립할 경우 지

▶ 우리지역과 같이 소규모 농가가 많은 경우 살처

하수,토양 오염과 이동감염의

분 후 매립보다는 이동식 소각로가 좋은 대안이 될

문제점이 있음. 이동감염의 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이동식 소각로 확

험성을 해결할 이동식 소각시

보는 향후 관내 AI발생 추이 및 관련 규정 등을 종

설을 확보할 용의는?

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보여부를 결정하겠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시민의

▶ AI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하여 보건위생과 내에 AI인체감염 비상대책 상황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

실을 설치,운영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에 대시민 홍

보대책이 필요한데 향후 홍보

보문 게재와 반상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획은?

하였음.

대한 시민 불안감해소와 환자발생에 대비

시차원에서도 각종 매체와 교육등을 통해 시민들
이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
력하겠음
인플루엔자 치료약인 타미플루

▶ 타미플루 처방형태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

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투여

에 의거 현장에서 보건소 진료의사가 예진한 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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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함.

복용토록 하고, 7일내지 10일간 투약토록 지도하

타미플루의 안정성과 복용한

였음.

인원수, 처방형태, 복용자관찰,

복용자에 대한 관찰결과는 48명 전원 이상이 없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제의 폐

것으로 확인되었음.

기 등 약제 제공 현황은?

타미플루 복용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소화계
부작용으로 알고 있으며, 타미플루 약제사용후 각
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미플
루 투약을 통한 예방 및 치료만이 최선의 방법이므
로 정부에서 동 의약품을 선택했다고 판단됨.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는

▶ AI발생으로 영업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양계업자와 재래시장 상인을

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및

위해 전업대책이나 생활지원대

경영개선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

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증재단을 통해 뉴스타트 2008특별보증과 일반보
증으로 지원을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경영 어려
움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음.
(시장)

쇠고기의 투명한 거래확보를

▶ 원산지표시제

합동단속반을 상시 가동해서 둔

위해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

갑 판매 조기차단과 판매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동경로를 추적하고 판매경로를

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국내산

확인하는 쇠고기 유통망 감시

과 미국산을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홍보하고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어

포상금제를 활용하여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

떠한 방안이 있는지?

하겠음.

2008년말 시행예정인 쇠고기

▶ 금년 12월부터 국내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

이력 추적제도의 사전준비 정

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도는?

소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와 소사육 농가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쇠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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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김영식
의 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준비
하고 있음.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문
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 피해
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로 한우 소 산업발전에
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반추

▶ 사료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내 배

(되새김)동물에게만 동물성사

합사료 제조업체 2개소에 대해 매분기마다 사료

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교차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2008년에는 돼지 등 배합사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등 광우

료 25개 품목을 검사할 계획이고 광우병과 관련,

병 예방대책이 미흡함.

소 사료 중 6개 품목을 검사할 계획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

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전부터 소뿐만 아니라

방정부가 축산정책에 적극적인

돼지와 닭에 대해서도 동물성 단백질 일체를 원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시에서 생산

하는데 우리 지역만의 독자적

되는 배합사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인 사료관리정책은?

수 있음.
타시도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우병 검

광우병에 관한 사료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광우

사를 받고 출하되는 쇠고기라

병으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면 전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

하겠음.

을 것임.
광우병 검사를 받은 한우에 대
해서 지역브랜드화 한다면 지
역 한우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
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구시 규제정책의 성과와 평
가, 자발적 규제정책과 관련,
332 I 제11집 의회보

(정무부시장)

제170회 제1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경호
의 원

지난 10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 지난 10년간 약 376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어

하였음.

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규제개

지난 5월에 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규제개혁 네

혁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할

트워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

항을 수렴하여 개혁해 나가고 있음.

서 규제개혁 성과나 평가를 실

현재 10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시한 적이 있는지?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 등 3건의 규제를 개
선하였고, 나머지 규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
하고 있음.
앞으로 규제개혁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
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기업현장 VJ특공
대를 통해 기업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수렴하고 정
책을 반영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활동에 장애
가 되는 규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법령개정에 따라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겠음.

중앙정부차원의 시달이나 지침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에 의한 규제개혁은 한계가 있

우리시의 잠재력을 모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으므로 대구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규제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VJ특공대라든지 간부 현장

안을 제시하여 규제정책을 시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도록 하겠

행할 수 있는 영역이나 과제는

음.

무엇인지?

(시장)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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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경호
의 원

인허가 기간단축, 규제개혁의

▶ 기업인의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 인허가

를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 행태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

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하고 있는 전략이나 계획은?

이를 위해 민원처리간소화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

경제활동 지원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

인과 시민으로 구성된 민원모니터단과의 간담회
대구시에서 공무원에게 규제개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

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

감축 등 기업부담 경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

고 있음.

브를 강화할 것인지와 공무원

타시도와 차이가 나는 재개발, 재건축, 교통영향평

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정

가 등 복합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

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

력을 기울이겠음.

혁 행위에 대한 포괄적 권한 위
임 검토에 대하여?

올 7월1일부터 민원처리의 난이도를 감안한 가중
치를 부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시행하여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복합민원 부
서합심제와 사전심사제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다
양한 전략을 마련하겠음.
우수도시 벤치마킹과 규제개혁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한편, 기업편의 제공 등으로 유망기업
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겠음.
(행정부시장)

기업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간

▶ 시와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가 결정되면, 기업의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가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까지 필요한 제반정보와 행정절차상의 서비스제

며, 대구시에서도 기업이전과

공을 위해 관계부서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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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나 계약체결 등을 통해 기업유치

제170회 제1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이경호
의 원

관련된 총괄시스템여부, 부서

고 있음.

간 유기적 협조, 중복절차를 간

또 해당기업 유치 담당공무원을 프로젝트 매니저

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로 임명하여 이전기업이 요청하는 정보나 민원, 애
로사항 등의 접수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소관부서
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알려주
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대구는 내륙도시라는 지리적 여건과 국가산업단
지나 대기업이 없는 등 입지적 여건이 불리하여 국
내외 기업투자가 활발하지 못함.
그러나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
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신정부의 투자유치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지역
도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함.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 강화가
더욱 필요함.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의 경우 관계부서나 유관기
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가능하도록 하
겠음.
(정무부시장)

박부희
의 원

우리사회는 사람과 함께 생활

▶ 물의를

일으킨 지역보호소에 대해 지난 3월 시

하는 친근한 동물을 가족, 동료

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러 사항에 대해 면밀

로 여기게 되면서 애완동물이

히 조사한 바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내사를

란 표현대신 반려동물이란 표

종결한 상태임.

현을 사용하고 있음.

다만 수의사를 확보하지 않고 임의로 안락사한 사
실이 인정되어 고발조치하여 현재 협회장이 불구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속 기소된 상태임.
의정활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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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答辯者)

박부희
의 원

개정 동물보호법은 인식표 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착, 동물유기금지 등을 규정하

에 최선을 다하겠음.

고 있고,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
로 기르는 개에 대하여 시 조례
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대구시는 지난 3월 유기동물 부
실관리로 물의를 빚은 지역보
호소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과 조사
내용은 무엇이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 각구별 동물보호소 설치와 관련, 현재로서는 위

기 위하여 구청별로 보호소를

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적정한 보호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대구시

시설을 갖춘 위탁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실정에 맞

의 의견은 어떤지?

는 동물보호소가 운영되도록 하겠음.
그리고 구군은 동물보호소에 대해 연 1회이상 합
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공무
원 및 수의사를 통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음.

대구시가 보호시설에 대해 정

▶ 현재

동물보호소에 3명의 자체 전담 수의사를

기적인 실사를 하였는 지와 적

확보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절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도

있음.

록, 생명체의 존엄성이 지켜질

시의 경우 안락사 비율이 50%를 넘는 이유는 도

수 있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시지역은 농촌과 달라서 유기되는 동물이 번잡한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동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안락사의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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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정례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박부희
의 원

答 辯 要 旨( 答辯者)
또 보호조치기간이 경과한 동물은 시민에게 입양
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을 홍보해서 동물사랑의 실
천과 보호공간 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 50명 이내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를 활용
해서 동물보호소에 대한 감시와 시민들이 동물보
호와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지도하
겠음.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의 인식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억

제고와 지역내 커뮤니티를 활

제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소유자가 신속하게 찾을

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대구

수 있도록 하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

시가 검토하고 있는지?

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후 시행토록 하
겠음.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거 현재

중성화 사업은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업의

대구시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실효성 여부 검토후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시범

검토중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

시행 후 확대여부를 판단하겠음.

적 대안을 검토중인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제도 마련
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
겠음.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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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 민원처리현황
계
접수

청

처리 처리중 접수

78

71

7

3

원

진정민원

처리 처리중 접수
2

1

48

기타(인터넷 건의 등)

처리 처리중 접수
44

4

27

처리 처리중
25

2

◈ 의회 방청 및 참관현황
계

단

체

학

생

일반인

계

536

25

469

42

2007. 7. 1 ~
12. 31

358

14

308

36

2008. 1. 1 ~
6. 30

178

11

16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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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 협력
방문국

기

간

인원

내

용

일본

07. 8. 1 ~ 8. 4

1

대구 / 센다이 국제예술 교류제 참석

중국

07. 8. 10 ~ 8. 13

2

중국 칭다오 맥주축제 대구 대표단 참가

일본

07. 8. 24 ~ 8. 27

1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

07. 10. 20 ~ 10. 29

1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을 위한 선진사례 비교견학

07. 11. 12 ~ 11. 17

1

일본, 중국 경량전철시스템 비교 견학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08. 1. 4 ~ 1. 14

10

경제, 교통, 환경, 건축분야 우수시책 비교 연수

대만, 싱가폴, 홍콩,
중국(심천)

08. 1. 12 ~ 1. 19

6

아시아 지역 주요산업단지 비교 연수

인도, 네팔

08. 1. 12 ~ 1. 20

7

문화예술, 관광정책, 유적지 관리실태비교 연수

싱가폴, 말레이시아

08. 1. 15 ~ 1. 20

1

지방의정활동제도 비교 연수

호주

08. 2. 16 ~ 2. 21

1

제3회 세계솔라시티총회 참석

그리스, 이집트, 터키

08. 3. 18 ~ 3. 27

1

대중교통, 재래시장활성화 정책 등 비교연수

1

지방의정활동 비교 견학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중국

08. 4. 19 ~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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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2007. 7 ~ 2008. 6)
구

분

접

수

처리완료

처리중

132

217

37

22

5

19

8

111

62

49

96

15

정책연구관련 자료조사

99

26

73

85

14

토론회 자료 등

17

12

5

17

0

소계

2007

2008

계

254

122

조례안 제·개정 검토

27

정책연구과제

비 고

◈ 의원연찬
2008년도 의원연찬회
- 기 간 : 2008. 6. 11(수) ~ 6. 12(목) 1박 2일
- 장 소 : 충남 태안 오션캐슬리조트
- 참 석 : 46명(의원, 사무처직원)
-내 용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특 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추진전략과 발전방안 특강(신기택 지식경제부 기획총괄팀
장)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책방향과 과제(송주철 공공디자인연구소장)

◈ 입법정책 관련 자료발간
2007년도 정책연구 사례집(2008. 2월)
- 목 적 : 정책개발 기능 강화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 내 용 : 연구자 관심분야, 정책연구과제분야, 국외 우수사례 소개, 부록(의원발의 조례안)
- 발행부수 : 200부 / 16절

2008년도 의회관련 법규집(2008. 5월)
- 목 적 :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
- 내 용 : 헌법, 의회관련 법률, 의회 소관 조례·규칙·훈령 및 내규 수록
- 발행부수 : 200부/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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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이용안내 >>>
대구광역시의회자료실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장서현황
단 행 본 : 9,600권
행정자료 : 6,263권(각 시·도의회 간행물, 의회보, 의정백서 등)
통계자료 : 대구통계연보, 월보, 한국통계월보 등 다수
정기간행물 :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주간의정정보외
각종 월간지, 주간지 등
시청각자료 : 지방자치, 어학테이프, 여행가이드 등 536종

이용안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 · 일요일, 공휴일 : 휴관

연 락 처
TEL : (053)803-5047

FAX : (053)80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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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화유적지 소개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舊 大邱醫學專門學校本館)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대구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1933년 공립 대구의학전문학교로
개교되었다.
이 건물은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현 경북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본관)건물과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다. 남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붉은 벽돌 조적조
3층 건물로 정면 중앙부에는 4층으로 된 사각탑
(Turret)을 두고 옥상에는 옥탑을 설치하였다. 평면은
‘산(山)’
자 모양으로 중복도(中複道)식이며, 현관 포치
(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이다.
건물의 외관 구성에 나타난 특징은 정면 중앙부 돌
출 유리벽의 곡면처리 및 창 사잇벽과 옥상 파라팻부의 수평돌림띠는 정면성을, 옥상부의 사각탑과 창 사
이의 수직벽은 수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한국 근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전체
와 세부 구성이 치밀하고,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수준 높은 건물로서 근대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뿐
만 아니라 교육사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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