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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경북대학교 국문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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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Metropolitan Council

l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l

총괄 및 정책질의(2014. 12. 2)

제16집 의회보

2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l 윤리 특별위원회 l

제233회 임시회 폐회[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2015. 5. 14)

24

Daegu Metropolitan Council

l 대구₩경북세계물포럼지원 특별위원회 l

설귀향객 홍보(2015. 2. 17)

제16집 의회보

2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l 남부권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l

현장확인(2014. 11. 5)

26

Daegu Metropolitan Council

l 축제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l

대구축제선진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2015. 1. 28)

제16집 의회보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l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 l

안동 현장확인(2015. 6. 2)

28

Daegu Metropolitan Council

l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l

지방분권추진협약체결[vs경남도의회}(2015. 6. 17)

제16집 의회보

29

성

선거구명

명

소속정당

생년월일

1956. 9. 15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중구 이천로 222-37(봉산동)
사: 803-5033, 자: 423-7306
dys7306@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중구 1
새누리당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봉산새마을금고 이사장
•태극로타리클럽 회장
•제5대 중구의회 의원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현)

명

선거구명

중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6. 6. 1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중구 남산로13길 17, 103/203(보성황실타운)
사: 803-5032, FAX: 603-5134
kyuhdongil@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제16대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구조직대책위원장
•중구의회 의장, 사회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력

1975. 2. 28

선거구명

동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24 101동 1106호(신암4동, 큰고개웰그린)
사: 803-5096, FAX: 803-5132
green8585@naver.com
•한나라당 청년위원장(대구 동구 갑)
•한나라당 사이버대책위원장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특별보좌
•동대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시 장애인 문화협회 동구지부 사무국장
•동대구초등학교 BTL 성과평가위원회 주민대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선거구명

동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0. 3. 5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
사: 803-5092, FAX: 803-5134
809jss@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계명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동구의회 의장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광역시 자문위원
•남부권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명

선거구명

동구 3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8. 8. 10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동구 화랑로80길 9, 102동 803호(방촌동, 우방강촌마을2차)
사: 803-5120
ysj2003@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한나라당 대구시당 행복추진단 부본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대구 수성JC 회장
•제6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0, 2011 예산결산특별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동구 4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0. 12. 5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동구 반야월로 227-11(각산동)
사: 803-5112, 자: 962-0541
jaejun4353@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영남이공대학 재학
•반야월새마을금고 이사장
•반야월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및 고문
•제3대 동구의회 의원 및 사회산업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및 건설환경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현)

제13집 의회보

성

명

서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5. 6. 29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서구 국채보상로34길 12, 102동 2002호(중리동, 중리롯데캐슬)
사: 803-5002, FAX: 803-5109
kimuisik1177@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경일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정보지적과 졸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현)

명

선거구명

서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6. 4. 9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서구 서대구로 63안길 26, B동 101호(비산동, 명품빌라)
사: 803-5014, 자: 557-1875
L-jaeh@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노인의료복지 박사
•한국청소년회의소 대구여자청년회의소 회장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현)
•한국여성경제인 대구경북지회 총무·재무 이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남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2. 1. 13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7길 31
사: 803-5012, FAX: 803-5132
parkihtop@naver.com

학

력
및

경

32

선거구명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대구시장(조해녕)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안선대위, 지방자치위 남구 위원장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구시 선대위 기획조정위원장
•대동은행 지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선거구명

남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2. 4. 8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남구 대명남로 86, 아리솔 502호
사: 053-803-5015, FAX: 053-631-5131
chojg408@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지역부총재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5대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제6대 남구의회 의장
•제6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북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7. 1. 17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북구 호암로 20, 101동 1505호(칠성2가, 성광우방타운)
사: 803-5094, FAX: 803-5134
ckk1957@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제5대 북구의회 의원
•제6대 북구의회 의장
•성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북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2. 9. 10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63 대우APT 109/304
사: 803-5010, FAX: 803-5130
cky0910@hanmail.net
http://biog.naver.com/cky2012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
•제6대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 후원회 이사
•(사)한국 장기요양 정보나눔회 대구지부 고문
•새누리당 전국위원, 대구시당 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경제환경위원(현)

제16집 의회보

33

성

명

북구 3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7. 1. 14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북구 공항로 84, 103동 401호(복현동, 복현우방타운)
사: 803-5091
lsoean1@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7대 회장
•북구 자원봉사센타 부이사장
•경상고등학교운영위원장(현)
•k-2 이전 대구시민 추진단(현)
•새누리당 전국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새누리당 대구여성정치 아카데미 회장(현)

명

선거구명

북구 4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4. 1. 31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북구 관음중앙로 29길 13(읍내동)
사: 803-5031, 자: 323-0041
me21c2001@daum.net

학

력
및

경

력

성

•대구한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국방송대학교 총학생회장
•대구 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대구보건대학 겸임교수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북구 5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2. 10. 29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7길 37-7
사: 803-5075, FAX: 803-5132
cic3862@hanmail.net
http://biog.naver.com/cic3862

학

력
및

경

34

선거구명

력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
•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과 강사(현)
•북구의회 제3, 4, 5, 6대 의원, 제5대 전반기 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운영위원(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부의장(현)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선거구명

수성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1. 2. 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13 황금동 경남타운 8/201
사: 803-5003, FAX: 803-5109
wjdtnscjs@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영남대학교 사회복지및지역사회개발학 (박사)
•제5대 대구광역시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명

선거구명

수성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8. 11. 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수성구 노변공원로 22, 103동 406호(시지동, 동서우방아파트)
사: 803-5074, FAX: 803-5134
hwanyoh@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일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명

선거구명

수성구 3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4. 1. 9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수성구 명덕로 426(수성동2가)
사: 803-5035, FAX: 603-5134
kce6063@naver.com

학

력
및

경

력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대구 기계공구협동조합 이사장
•대구광역시의회 제3, 4대 의원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체육회 부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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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성구 4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3. 9.30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수성구 지산로 48, 103동 1601호(지산동, 청구타운)
사: 803-5000, FAX: 803-5004
dkldh@hanmail.net
http://council.daegu.go.kr

학

력
및

경

력

성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부위원장
•대구과학대학교 겸임교수
•대경GSM 부설 기술 연구소장(현)
•대구광역시의회 4₩5₩6₩7대(4선)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현)
•제14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현)

명

선거구명

달서구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1. 12. 1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서구 당산로41길 112(감삼동)
사: 803-5073, FAX: 631-5134
atkwihwa@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새누리당 달서갑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후보 달서갑 선거대책본부장
•제5, 6대 달서구의회 의원
•달서구의회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달서구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6. 9. 17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서구 선원로 171, 103동 502호(이곡동, 성서무지개타운)
사: 803-5061
horse0823@hanmail.net

학

력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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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력

•경북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사회학 석사)
•박종근 국회의원 교육특보
•제6대 달서구의회 의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현)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간사(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선거구명

달서구 3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6. 8. 3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서구 도원로 45, 402동 905호(도원동, 강산타운아파트)
사: 803-5062, 자: 635-3104
vvk1140@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제6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새누리당 달서을 당원협의회 위원
•월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월배발전협의회 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현)

명

선거구명

달서구 4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9. 10. 5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서구 월서로 3길 15, 203동 2505호(상인동, 상인역e편한세상2단지)
사: 803-5064
pst6099@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

•달서구 생활체육회 회장
•달서구 인재 육성재단 감사(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교육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달서구 5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9. 5. 24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69 월드마크웨스트엔드 102/1103
사: 803-5065, FAX: 803-5134
okwgk@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계명대학교 회계학 (박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차년도)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경실련집행위원장
•공인회계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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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달서구 6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8. 4. 9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서구 구마로36길 33, 301동 1002호(본동, 청구그린맨션3차아파트)
사: 803-5011, FAX: 803-5130
catarinajh@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석사)
•제6대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현)

명

선거구명

달성군 1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3. 5. 6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66, 103동 1003호(태왕리더스아파트)
사: 803-5095, FAX: 803-5134
knfc1@chollian.net

학

력
및

경

력

성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대구상공회의소 기업발전협의회 수석부위원장
•달성군 논공 상리공단협의회 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현)

명

선거구명

달성군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81.11.14.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달성군 현풍면 삼강길 92-5
사: 803-5036, FAX: 603-5132
cjh3259@naver.com

학

력
및

경

38

선거구명

력

•(재)재훈장학회 이사
•달성연탄은행 운영위원
•윤재옥 국회의원실 근무
•대아산업사 부사장
•대아하이테크(주) 부사장
•(주)범안ECO 대표이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간사, 운영위원(현)

Councilors Profile

성

명

선거구명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56. 8. 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수성구 신천동로 242(중동)
사: 803-5034, 자: 764-3963
sjcha@bogwang.co.kr

학

력
및

경

력

성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제21대 의원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현)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현)

명

선거구명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생년월일

1969. 2. 2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수성구 상록로 69, 101동 1101호(래미안수성아파트)
사: 803-5071
bcg1768@hanmail.net

학

력
및

경

력

성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공학석사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
•새누리당 대구시당 홍보위원장
•새누리당 전국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명

선거구명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생년월일

1961. 7. 17

주
소
전
화
E-mail
홈페이지

동구 해동로 97, 101동 501호(지저동, 대성빌라)
사: 803-5060, FAX: 803-5132
abcdk8907@naver.com

학

력
및

경

력

•성덕대학교 노인요양재활복지과 졸업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협회 부회장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장
•영호남 한가족운동본부 사무총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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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의원명

선거구역

1

임인환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2

류규하

성내2,3동, 대신동, 남산2,3,4동

1

강신혁

신암1,2,3,4,5동

2

장상수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

3

윤석준

도평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4

도재준

해안동, 안심1,2동, 안심3·4동

1

김의식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5,6동,
상중이동

2

이재화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5,6,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1

박일환

이천동, 봉덕1,2,3동, 대명2동, 대명5동

2

조재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10,11동

1

최광교

고성동, 칠성동, 침산1,2,3동, 노원동

2

최길영

산격1,2,3,4동, 대현동

3

이경애

복현1,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4

김규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5

최인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0

Daegu Metropolitan Council

선거구

의원명

선거구역

1

정순천

범어1,2,3,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2

오철환

만촌2,3동, 고산1,2,3동

3

김창은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4

이동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1

이귀화

죽전동, 장기동, 용산1,2동

2

조홍철

이곡1,2동, 신당동

3

김재관

월성1,2동, 진천동

4

박상태

상인1,2,3동, 도원동

5

김원구

성당1,2동, 감삼동, 두류1,2,3동

6

배지숙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1

조성제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2

최재훈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1

차순자

새누리당

2

배창규

새누리당

3

김혜정

새정치민주연합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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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2

연혁

1952. 4. 25

제1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9명)

1956. 8. 8

제2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3명)

1960. 12. 19

제3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4명)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

1991. 6. 20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의원 선거(28개 선거구 28명)

1991. 7. 8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개원(4개 상임위원회)

1992. 2. 20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분리

1993. 7. 8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5. 1. 1

대구직할시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명칭변경

1995. 3. 1

경상북도 달성군 편입(31개 선거구 31명)

1995. 6. 27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41명 : 지역 37, 비례 4)

1995. 7. 10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1996. 12. 30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8. 6. 4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3)

1998. 7. 2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0. 7. 3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2. 6. 13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7명 : 지역 24, 비례 3)

2002. 7. 3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4. 7. 2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6. 5. 31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3)

2006. 7. 4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5개 상임위원회)

2008. 7. 4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0. 6. 2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29명 : 지역 26, 비례 3)

2010. 6. 2

대구광역시교육의원 선거(5명)

2010. 7. 5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2012. 7. 5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4. 6. 4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30명 : 지역 27, 비례 3)

2014. 7. 2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6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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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개 원 : 2014. 7. 2 (제7대 의회)
■ 의 원 : 정원 30명(지역 27명, 비례 3명)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례대표

30

2

4

2

2

5

4

6

2

3

•당적별 : 새누리당 29, 새정치민주연합 1
•성 별(30명) : 남 24, 여 6
•연령별(30명) : 30대 1, 40대 5, 50대 15, 60대 9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임위원회

운

상설특별위원회

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윤
리
특
별
위
원
회

(5)

(11)

(7)

문
화
복
지
위
원
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7)

(6)

(6)

(6)

(6)

영
위
원

육
위
원

※ 비상설특별위원회(4개): 대구·경북상생발전(8), 지방분권 추진(9), 남부권신공항 유치(7), 축제추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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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

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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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사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교육청소년정책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6

•대변인,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

6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창조프로
젝트팀, 원스톱기원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
혁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대구환경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위원회

6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5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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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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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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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회기

활동기간

위원장

간사

위 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2014. 7.11
∼
2015. 6. 30

김규학

차순자

조성제, 김혜정, 임인환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윤리
특별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2014. 7. 11
∼
2016. 6. 30

이귀화

이경애

김의식, 도재준, 김혜정
정순천, 류규하

대구₩경북상생발전 제22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2014. 8. 27
∼
2016. 6. 30

최광교

강신혁

김혜정, 임인환, 최인철
최재훈, 조홍철, 배창규

장상수

김혜정

조성제, 김재관, 김원구
류규하, 이경애

남부권
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제227회
임시회

2014. 8. 27
∼
2016. 6. 30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제227회
임시회

2014. 8. 27
∼
2016. 6. 30

최인철

차순자

오철환, 임인환, 김원구
강신혁, 이귀화, 조홍철
이경애

2015대구경북세계
제227회
물포럼지원
임시회
특별위원회

2014. 8. 27
∼
2015. 6. 30

박상태

최재훈

오철환, 차순자, 도재준
장상수, 배창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2014.12. 19
∼
2016. 6. 30

임인환

강신혁

오철환, 최광교, 김재관
최인철, 최재훈

축제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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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 조 직 : 사무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 10팀, 1비서관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전문위원
운
영

총

의

무

사

팀

팀

장

장

비

공

시
민
소
통
팀
장

보

서

팀
장

관

전
문
위
원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문
화
복
지
전
문
위
원

경
제
환
경
전
문
위
원

건
설
교
통
전
문
위
원

교
육
전
문
위
원

■ 정원 및 현원 ('15.7.1기준)
구분

계

2~3급 4급

5급

전문경력관
(가군)

6급

7급

8급

9급

정원

86

1

7

11

1

24

30

9

3

현원

86

1

7

11

1

22

32

9

3

정원

33

1

1

4

8

10

6

3

현원

33

1

1

4

6

11

7

3

정원

14

1

2

5

4

2

현원

14

1

2

5

5

1

정원

39

5

5

1

11

16

1

현원

39

5

5

1

11

17

0

총계

의정
담당관실
홍보
담당관실
전문
위원실

46

열린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48
78
106
110
178

대한민국의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몇가지 제언을 해 본다.

조 성 제 의원

지방재정의 현실
⊙ 지방정부의 비중이 하락하고 중앙의존도가 높음
2000년대 들어서 지방정부의 세입액은 2003년 154조원에서 2013년 256조원으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지방정부의 세출은 2003년 113조원에서 2013년
220조원으로 6.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세입보다는 세출증가 속도가 빨라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연평균증가율 3.4%보다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훨씬 높아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입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정부의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비 등 복지정책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변화추이를 보면 1995년 63.5%, 2000년 59.4%, 2005년
56.2%, 2010년 52.2%, 2015년 45.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대구) : ('95) 89.5% ⇒ ('00) 75.0% ⇒ ('05) 72.6% ⇒ ('10) 52.7% ⇒ ('15) 42.7%

⊙ 취약한 지방세 구조
국세의 세수구조는 소득·소비과세 위주인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세원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조세행정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나
조세탄력성이 낮아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24.8% '13년기준)는
재산세이지만 거래세인 관계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중앙정부가 경기조작의
방법으로 취득세감면 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마다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
⊙ 국세·지방세비율 조정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단기적으로 7:3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민선자치를 시행한 원년인 1996년에 23%이던 지방세의 비중이 2010년에는 21.9%,
2013년에는 19.9%로 오히려 뒷걸음을 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만이
진정한 지방재정 자치시대를 여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국

세

77.0

78.8

78.6

79.5

78.3

79.0

79.3

80.1

지방세

23.0

21.2

21.4

21.5

21.7

21.0

20.7

19.9

이를 위해서는 2009년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로, 중기적으로는 20%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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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11%중 6%는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보전분임
지방소비세 5% 증액시 약 2.5조원의 세수 추가 확보

⊙ 국세·지방세의 전환 및 조정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는 조세탄력성이 높아서 서울 등 대도시의 지방세입 확보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농·산·어촌 중심의 지방에는 반대효과가 나타나 대도시와 지방간
심각한 세수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빈번하게 취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마저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취득세와 상관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보유는 지방세인 취득세로 하고 이의 처분은 양도세인 국세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만으로도 약15%정도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검토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교부세 상향
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지만 국고보조와는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내국세의

19.24%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율을 21%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지방세 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국세의 감면율('14년 13.8%)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율(23%)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과다하게 감면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일몰이 도래했음에도
종료하지 않고 감면을 연장하거나 감면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세출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면권한(조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선진 외국사례 벤치마킹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013년도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불 이상인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이 26.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지방세 비중을 최소 이 수준까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인 일본은 1975년 36%였던 지방세 비중이 2000년
국고보조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한 소위 '삼위일체개혁'으로 불리는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40%대까지 확대한 사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음말
전세계적으로 지방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만큼 지방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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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정부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지방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들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주면서 세입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겠다는 것은 일은 하라고 강요하면서 돈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의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시작은 재정분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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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 교 의원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러 자치단체들 간에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수도권인 경기, 인천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 대전과도 협력을 다지고 있으며 부산도 경남, 울산 등과
동남권광역연합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을 다지고 있고, 세종시는 충남, 대전, 충북과
다자간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등,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할 것없이 대부분의 지역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뿌리를 둔 경북은 물론이고 오랜 갈등의 시대를
함께한 광주와도 상생협력을 다지고 있다.
이런 지역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의 발전의 추구는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지역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지역간 경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고 협력을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특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겉으로는 상생협력을 외치지만 서로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그냥 두어도 저절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거나 모양만 번지르한 홍보성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별 의미도 없이 구호만 요란하게 상생협력이라고 내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단체간의 협력 및 광역행정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상생협력이 정체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불이익에 대한 감수의지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처음에는 상생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마치 자치단체간에 벌어지는 각종
논란과 우려는 상생협력을 통하여 다 해결할 수 있을 듯이 시작하지만 막상 특정사안을
앞에 두고는 오히려 자치단체간에 갈등1)이 심화되고 대립과 반목을 일으켜 상생이라기
보다는 지역간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생협력을 하자면서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진정한
상생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생(相生)이란 흔히 두 종의 생물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활동하는 것으로 생물학에서 말하는 상리공생(相利共生 : mutualism)을 말한다.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로는 흔히들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을 이야기하는 데 진딧물이
식물의 즙액을 먹고 단물을 배설하면 개미는 이를 식량으로 사용하고 대신 진딧물의 천적인
대 구 광 역 시 의 회
1) 대표적인 갈등사례들로는 대구`구미간 취수원 이전문제, 대구`경북간 화장장사용 문제, 공설봉안당 신축, 가덕
도의 신항명칭, 부산·경남 경마공원명칭과 마권세권한, 남부권신공항유치, 수도권 폐기물소각시설 공동이용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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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준다. 심지어 어떤 개미들은 진딧물을 식물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주거나 진딧물에게 필요한 식물을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한다. 진딧물과 개미는 이런
상리공생을 유지한 덕분에 서로 멸종하지 않고 지구에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버섯과 나무도 상리공생을 하는 데 버섯은 나무의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광물질과 수분 등을 나무에게 공급하고, 나무는 엽록소가 없어서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없는 버섯에게 탄소와 당분을 공급하는데 버섯과 상리공생하는 나무는 그렇지 못한
나무보다 50퍼센트 이상 더 크게 자라고, 버섯 또한 나무로부터 탄소와 당분을 얻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버섯과 나무의 상리공생이 사막화의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버섯과 나무의 공생관계가 생태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두종의 생물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상리공생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이 바로 상생협력이다. 지역간 상생협력이라 함은 둘
이상의 지역(지자체)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할구역을 넘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사회의 상생협력은 이런 상리공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생물적
상리공생보다도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연계의 상리공생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공생을 선택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아예 상생협력은 이루어 지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존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생의 정의는 단순히 서로간 이익이 있어야만 협력하는 생물학적인
상리공생(相利共生)의 관계가 아니라 동양철학의 음양오행 원리에 따라 火, 水, 木, 金, 土,
즉, 오행상생(五궋相生)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나무와 불은 목생화(木生火)라 해서 나무는 불을 살린다고 보아
상생관계(相生關係)라고 하는 데 불로 봐서는 나무가 불을 살려주니 득을 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불을 살려주기 위해 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데 왜 상생이라 하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주 오행의 순환을 모두 살펴보면 나무가 불을 살리고(木生火), 불이 나무의
재로 땅을 기름지게 하고(火生土), 땅이 정기를 맺어 금의 생성을 돕고(土生金), 금은
찬기운을 받아들여 물을 만들고(金生水), 물은 다시 나무에 생기를 주어 자라게
하니(水生木), 목화토금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무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어서 나무와 불을 상생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음양오행적 상생관계는 당장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생하는 상리공생에
비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좀 더 먼 미래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계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한세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상리공생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물고기와 조개의 상생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납자루나 모래무지 등의 물고기들은 유독 조개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말조개나 칼조개 한반도 고유종인 두드럭조개2) 등은 번식기에 물고기의 몸에
조개유생을 달라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자루들은 번식기가 되면 많은 알을 조개의
대 구 광 역 시 의 회
2) 전라남도 곡성군 일대 보성강 등에 서식하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 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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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에 낳는다. 그러면 조개는 숨쉬기조차 어려워 지지만 치어가 성장할 때까지 힘겨운
대리모 생활을 감수해야한다. 대신 두드럭조개 등은 납자루가 조개에 알을 낳으려 들 때
조개유생들을 재빨리 물고기의 몸에 붙여 놓는다. 이 조개유생은 물고기의 몸에 붙어 피와
체액을 빨며 기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심지어 물고기는 영양결핍이 되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개의 물고기보모 역할은 힘에 겨운 것이고, 물고기의 조개보모 역할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할만 큼 위험한 것이어서 단편만 본다면 거의 기생에 가깝다고 할 만큼 숙주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물고기는 조개의 입에 알을 놓음으로써 후손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조개는 물고기기동성을 이용해 멀리 개체를 퍼뜨리고 포식자로부터 조개유생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당장에는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지만 후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두드럭조개와 납자루는 이런식으로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상생을 통해 수백만년을 거치면서 함께 진화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개와 납자루는
둘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둘다 멸종할 수 밖에 없다.
이 조개와 물고기의 관계야말로 동양철학에서 나온 음양오행 상생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개와 납자루의 공생은 당장에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지만 먼 훗날까지 생각하면 후손의 번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년 아니
수천만년동안 공생관계를 이어오면서 진화해온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이어가는 '선 순환의 큰 그림' 바로 '상생'의
모습이다.

이런 상생의 모습들이 이젠 인간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말로만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실상은 약간의 불이익만으로도 협력을 포기하는 그런
상생협력은 진정한 상생이 아니다.
자치단체간 상생협력도 적어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상리공생의 모습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는 조개와 납자루의 상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음양오행에 따른 상생, 개인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상생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상생협력이라기엔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생이란 낱말이 화두가 된 것도 어찌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사회에서 독점이 지배하게 되면 훨씬 불안전해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협들이 상존하게 된다는 것을 피부로 겪어왔다. 인간은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투쟁을 통해 자신의 것을 지키고 타인의 것을 뺏는데 혈안이 된 사회의
흔적, 즉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현상(Winner takes it all)이 지배하는 사회의
흔적이 곳곳에 베여있다.
현대문명사회는 이러한 오래된 사회적 흔적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성적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식민지 독립과 노예해방 같은 인류사적 변혁에서부터 아프리카
기아퇴치프로그램, 말라리아 박멸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류복지, 그리고 독점규제법,
사회복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의료보험제도 등 수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도
그 밑바탕은 모든 것을 승리자가 다 가지는 사회가 주는 불안을 해소하고 공존을 통해
스스로 모순점을 해결할려는 의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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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생협력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제도란 사회시스템속에서 님비현상3),
핌피현상4), 바나나현상5) 등 모든 이기주의를 경험하고 난 뒤 생존과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독점보다는 상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비로소 나타난 모습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간 상생협력이 이기주의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결국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사회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깨달음이 막상 현실과 부딪칠때는 여전히 이기적이다.
수백만년을 이어온 아프리카개미와 아카시아의 공생관계가 깨어지자 아카시아 개체의
생존에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 반면,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와 효모들은 상생을 통해 공생을
하지 않는 개체들에 비해 더 강하고 훌륭한 형질을 만들어 진화에 있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인간도 배려와 양보가 수반된 진정한 상생협력을 통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동반발전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기주의적 인류가 더 고차원적인 인류로 진화를 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 당장의 이익 때문에 상생을 포기한다면 결국 아카시아나무처럼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3) 님비 (not in my back-yard :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 수도, 교통, 하수처리, 위험물, 하천오염 등은 공동 해결과제이나 지자체간 불리한 시설은 자기 관할구역
에 설치하기를 꺼림
4) 핌비 (Please in my front yard : 제발 내 앞마당으로)
- 도서관, 학교, 문화시설 등 선호시설은 오로지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함.
5) 바나나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 아무데도 짓지마라)
- 유해시설은 아예 어느 곳에든 설치하는 것을 반대함

눈앞의 이익을 두고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염두에 둔 상생은 어렵고 힘든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지금과 같이 이익을 위해서만 협력하는 이런 식의 상생협력은 오히려
진정한 상생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희생과 배려가 전제되지 않은 상생협력은 음양오행에 따른 상생은 차치하고 납자루와
조개가 보여주는 생물학적 상생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오랜 시행착오 끝에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공생을 넘어 상생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자연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진화에서 성공한 사례건 실패한 사례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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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정 의원

한국사회는 6.25전쟁 이후 단기간에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지역불균형이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았다.
지역격차의 문제는 특히, 국민들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지방에서도 지역 간 사회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면서, 이는 지역적 격차로서 사회분열을 양산하고 다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지방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도권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영·호남의 갈등을 넘어
경상도와 전라도로 대표되는 영·호남 간 지역감정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지역 간 갈등과 분열 현상으로, 지역민 모두가 타파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되어 정치권에서 야기된 편 가르기로 표출되었고,
해당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양 지역 출신 간 경쟁이 있어 왔다. 지리적으로도 경상도와
전라도로 행정구역이 구분되는 영남권과 호남권 간에 인재등용, 지역개발, 국가기간산업
유치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에서의 심화된 경쟁이 존재했다.
이제 이러한 지역감정과 경쟁구도에서 탈피하여 영남과 호남이 서로 협조하고 공생하는

발전적인 관계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영·호남 지역 현황
영·호남의 면적과 인구는 전국 대비 각각 52.92%, 36.16% 수준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의 35.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3개의
광역경제권(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호남에는 지리산, 다도해,
한려수도 등 수려한 자연자원이 있으며, 경주 석굴암, 여수 진남관 등의 국보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뛰어나고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영·호남 면적, 인구, 지역내 총생산(GRDP)
(단위 : ㎢, 명, 십억원)

지역

면적(2014년)

인구(2014년)

GRDP(2013년)

부산

765.94

3,527,635

69,987

대구

883.63

2,522,440

44,846

울산

1,060.19

1,156,480

67,701

경북

19,026.10

2,699,440

88,553

경남

10,524.10

3,333,820

101,016

소계

32,259.96

13,239,815

372,103

광주

501.19

1,472,910

29,646

전북

8,061.41

1,872,965

42,253

전남

12,212.90

1,907,172

61,095

소계

20,775.40

5,253,047

132,994

영·호남 소계
(전국대비 비중)

53,035.36
(52.92%)

18,492,862
(36.16%)

505,097
(35.38%)

전국

100,210.01

51,141,463

1,427,301

영남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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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화합의 과제
현재 대구-광주 간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3D 융합산업 육성,
문화예술·관광사업 교류 등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경상도와 전라도의 명칭
유래가 되었던 경북 상주와 전남 나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백신산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하지만 영·호남 협력사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협력과 예산지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보니,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서화합이 지속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즉, 양 지역의 우호증진 노력은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관(官)
위주의 사업 주도방식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발전시켜, 지역민들이 피부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영·호남의 편협한 지역주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호남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끊임없는 소통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서화합을 위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노력
동서화합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구-광주 간 달빛동맹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양
도시간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계획을
결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공동협력사업도 경제, 교통, 문화, 관광, 환경 등으로
다양화해 명실상부한 동맹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올 해 제55주년 대구2·28민주운동 기념식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관련단체 등이 참석하여 민주항쟁 정신 고취를 통한 화합에 나섰고,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에서도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 묘역을 순례하고
분향을 하는 등 우의를 다졌다.
또한, 광주시가 개최한 5·18마라톤대회에는 대구시청 마라톤 동호회 회원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광주시에서는 내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2015년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열렸는데, 축구와 야구 등의 종목에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종목까지 확대하여 더욱 많은 선수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동서화합 발전 방안
동서 간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 확충과 함께, 주민 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한 상호이해와 공동체 의식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동서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회, 문화, 관광 등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동서 간 교류촉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동서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양 지역 주민 간에 대면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지역민들의 활발한 교류촉진으로 상호 이해 증진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역 간
거리를 좁혀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 민간단체뿐 아니라, 양 지역주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상생과 화합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영·호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유대감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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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자체 공무원간에도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동서 간 협력적 개발과
발전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동서지역에 포함된
지자체간 상생발전과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인사교류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영남과 호남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제발전,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선도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동서의 융합과 발전을 위해 두 지역이 더욱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해나가고,
동서화합이 영·호남의 상생은 물론 지역통합, 국토균형발전의 촉매 역할도 하여, 이
힘으로 더 크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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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 철 의원

Ⅰ. 들어가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벌써 25년째이다. 그간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관 위주에서 주민위주로 지방행정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가질 뿐 여전히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라는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식 논리로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시대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와 권력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수는 28조6천616억41백만원으로 전체지방세수
52조3,001억4천4백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은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교육, 심지어 정치권력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깨닫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진 후 MB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도움되는 지방분권 정책들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작 지방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사무 및 국세-지방세 조정 등 재원이양은 미흡한
수준이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국가정책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려 하기보다는 중앙의 직접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군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의 강화와는
역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이 왜 중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지는 그 간 중앙정부가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익히 알 수 있다.

Ⅱ.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속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權限配分(devolution)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資源分散(deconcentration)이란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2. 지방분권의 필요성
국가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창의적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는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는 지금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사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統治(Government)에서 協治(Governance)로, 官중심에서 民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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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를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은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의
발현에 기초하고 있는 21세기적 정치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운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형 국가 운영시스템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Ⅲ. 外國의 分權制度
1. 영국
영국은 정치적 분권(devolution)을 통해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대하여 입법권,
재정자립권 등의 재 배분을 명문화하였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우월주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권의 분점(권한배분)을 적극 추진하였다.

2. 미국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권한 혹은 헌법에 의해
주정부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州)나 혹은 시민들에게 귀속된다"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연방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각각 주권을 갖는 이른바 이중연방제(dual federalism)이다.
미국은 입법권이 중앙의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와 나누어 갖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자치권이 확보된다. 사무의 배분은 4가지 원칙이 중시되는데, 경제적 효율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책임성 및 행정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자치법'과 1983년 '사무 배분법'을 제정하였다. 1986년부터
실질적인 지역정부(Region)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 헌법수정을 하면서, '지방분권

조직에 의한 단일국가' 임을 헌법 제1조에 재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을 확대하고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한 자주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지방정부 경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독일
독일은 1992년 12월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23조 제1항에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제 원리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며" 라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간섭은
지방정부가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01년 헌법 개정으로 입법권의 연방주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특히
중앙정부의 법적 대행권(droit de substitution)을 폐지하였다. 나아가 중앙-지방정부간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협약 및 계약 방식과 (공동)사무를 수행하도록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였다.

6. 스웨덴
스웨덴은 헌법 제1조에 "스웨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기초한다. 그리고 스웨덴 민주주의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정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된다."고 하고 있어 주민의사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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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일본은 제2차 대전까지는 중앙집권적이었으나 전후 미국에 의하여 영, 미식
주민자치제가 도입되면서 1947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분권형 행정체계는 과거
도도부현(都道府縣)제에서 1, 000만 명 규모의 9-13개의 도주(道州)가 세금, 교육, 치안
등을 모두 책임지는 도주(道州)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Ⅳ.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만 1991.3.26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고 1995.6.27
지방4대 선거 및 민선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5년이 경과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무배분이나 재정면에서
여전히 3할자치니, 2할자치니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1. 최고통치권자의 지방분권의지 약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약화와 필연적인 기구와 인력, 예산, 권한의 축소를 수반 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는 세계적 상황변화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최고통치권자 역시 초기에는 지방분권에 의지를
보이다가도 중앙정부의 논리에 밀려 시간이 흐를수록 분권의지가 퇴색되는 경향을 되풀이
하고 있다.

2. 중앙의존적 법과 제도
최고법인 헌법은 중앙정부에 법률제안권, 예산편성권 등을 주고 조례는 법률의
하위개념으로 두되 이 마저도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권은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3. 국회의 지방분권의지 취약
중앙정치인인 국회의원은 지방분권보다는 자기중심의 지방정치를 추구하므로
지방의회를 예속하에 두고 통제하려는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4. 재정의존도의 심화
지방정부의 재원구조가 지방세 중심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방정부가 자기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더욱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지방을 꾸릴 수 밖에 없는 환경하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비마저도
매칭방식으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자율성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Ⅴ. 지방분권의 향후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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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도「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재정분권 강화(재정과 세원)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기비용으로 자기결정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로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지방정부는 도저히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실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4년도 정부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세입예산 총액 중 국세는 216조4528억원이고
지방세는 54조4,751억원으로 국세의 비율은 79.9%이고 지방세는 20.1%이다1). 올해
대구시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5조5,692억원 중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2조229억원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36.3%에 불과하다. 2014년도
전국 22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4.5%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실상을 놓고

대 구 광 역 시 의 회

1) 2014년도 국세와 지방세입의 비교
계

국세

지방세

270조9279억

216조 4528억

54조 4751억원

100%

79.9%

20.1%

국 세 : 2014년 정부세입예산 기준
지방세 : 2014년 244개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기준
국세(15종)
-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주세
- 목적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촌특별세, 관세
지방세(16종)
- 보통세 :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록세, 취득세, 레저세, 재산세,
면허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방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70%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대조차 유지하기 힘든
곳도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전해야 하며 자주재원의 확충 및 발굴을 통해 의존재정 중심의 지방재정을
자주재원중심의 지방재정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감안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로만
기능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정부의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은
지방정부에 이관해 지방정부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별행정기관이란 구조자체가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므로 특별행정기관은 폐지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는 지방정부에 선 배분하고 후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가. 법에 의한 제도적 지방자치 보장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따라 조례의 지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및 중앙부처의 부령에도 제약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이르는 수직적 체계는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만들게 되고 법에 의한 중앙집권이 정당화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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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령과 달리 부령은 아무리 헌법에 의해 그 명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대표성이 미약한 정부의
한낱 부처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령보다 하위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근거하더라도 부령은 국가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조례는 지방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본다면 조례의 지위는 대통령령의 아래에서 적어도
부령과는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관련규정 개정
헌법은 제117조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를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조례의 제정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되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가 되든 어느 쪽이든
국가가 법령(부령 포함)을 통해 지방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결국 조례의 제정은 해석상 법령을 전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권리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앙정부가 법령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조례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은 어떤
식으로도 사전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과 벌칙제정과 관련한 명문규정과 의결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등 개별법률의 위임을
전제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법규 특히 조례의 경우 지역의 범주에
있어서는 국회와도 유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다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일종의 지역의 의회입법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법률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Ⅵ. 끝으로 - 분권개헌 운동과 관련해
현행헌법은 중앙집권을 전제하면서 단 2개 조문의 지방자치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개의 조문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다 보니 지방자치는 구색이고
사실상은 중앙집권에 치중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헌법이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개발하에서 지방자치는 지방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이러한 불균형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세계화에 뒤처지고
결국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 조직에 의한 단일국가' 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한 프랑스의 경우도 분권국가임을 천명하기 전에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은 현저한 지역불균형을 겪어야만 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일본 역시 현저한 국토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수준은 OECD국가 34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 국토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지방자치의 위기가 목전에 다다른 우리에게 결국 분권개헌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필연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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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천 의원

지난 3월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인구는
250만명선이 무너졌고, 특히 7,300여명의 청년(19∼29세)이 대구를 떠났다. 여려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대구시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 "3355"(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3개사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개 창출)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급한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진함이 있다.
대구시정을 10여년 살펴보면서, 대구의 의료관광이 아래 3가지 필요에 의해 지역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에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구의 의료관광은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
이 있다.
현재, 대구에는 5개 의과대학과 29개의 종합병원, 30개의 한방병원과 6천여명의 의사를
포함한 1만 8천여명의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1658년 개설된 한국 최초의 약재시장인 약령시와 대구한의대 의료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대학병원들에서는 연간 1만여건의 암수술과
600여건의 심장수술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수술과

검사비는 미국의 1/9, 일본의 1/4, 싱가포르의 1/2수준으로 가격경쟁력까지 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의료관광산업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성형, 미용, 한방 특화
기술력이 해외에 홍보되고 있다.

둘째, 현재 대구시가 육성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대구시는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2010년 전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모발이식전용센터와 더불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마이크로 임플란트 등의 의료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각종 임상실험센터,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이 지역의료기관들에서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의료산업은 지역 의료기술 향상과 의료인력양성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병행 발전이 예측되고 이는 의료관광과 더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의료관광산업의 높은 성장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금맥이다.
대구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09년 2,800여명에서 2012년 7,117명, 2013년에는
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의료관광의 4∼5%정도 수준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최고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관광이
5%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했을때 의료관광은 2020년 6조1,73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1,027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할 것라고 한다. 대구시가
전국의료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했을때 3천억의 부가가치와 약3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관광과 밀접한 산업인 뷰티산업과 관광산업, 먹거리 사업,
유통업 등도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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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료관광 유관산업의 발전에 용이하다.
우리나라 의료관광 중 상당비중은 한류를 기반으로 한 성형, 뷰티산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시에는 성형관련 병,의원들의 경쟁력과 뷰티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비스산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뷰티산업은 예로부터
"미인의 고장"으로 알려진 대구의 도시 브랜드와 더불어 피부미용, 다이어트, 각종
화장품산업 등과 연계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대구 의료관광의 차별성과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의료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구시민의 역량은 충분하고 관련 의료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각각의 역량을 대구시 의료관광의 역량으로 묶어 성공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 시점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대구시와 의료관광 관계기관들은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에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의료지구에 체류형 의료관광의 집적지를 조성하며,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와 러시아, 베트남 등 인근국가 환자를 타겟으로 한방과 양방, 뷰티산업은 물론 쇼핑
및 관광을 원스톱으로 연결시켜 의료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안다.
이처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정책을

개발하여 대구의 역량을 결집해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시민은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대구시는 국가간
의료관광경쟁에서 대구시가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의료 및
뷰티산업에서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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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길 영 의원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롤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우리사회 시민의식의 선진화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에 드러났던 세월호 사태에서 선원들 스스로의 탈출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킨 점과 올해 메르스(MERS) 발생시 자진신고 및 자가격리에 대처하는
상황에 대한 성숙되지 못한 사실들만 살펴보아도 여전히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 선진화 되지
못한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24㎞를 30분 동안 추격하면서
보복운전을 했던 2명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은 배려문화의
정착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선진사회
구성원으로써의 나 자신과 가족, 친구,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20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 시대에만 무려 1억 8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인류사를 보더라도 역사
기록 이후 3,400년 동안 평화시대는 3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요순시대 정도를
태평성대로 꼽으며 '요순시절에는 감옥에 풀이 돋았다.'는 말로 감옥이 텅 비었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감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요순시대 역시 진정한
태평성대는 아니었던 듯싶다. 이렇게 보면 태평성대란 허상일 수도 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살이는 팍팍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중심을 잡을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자기중심을 잡는 일에서 시작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 다스리는 리더십은 배려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적극적인 존중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가르쳤다.
"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큰 손님 대하듯 하고(出門如見大賓 출문여견대빈),
사람을 부릴 때는 제사를 받들듯 예를 갖추어야 하며(使民如承大祭 사민여승대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己所不欲 기소불욕)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勿施於人 물시어인)."
이러한 공자 사상의 근본을 제자 증자는 '충서(忠恕)'라고 간단히 정리하였다. 충(忠)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다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恕)는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천자문 다음에 익히던 동몽선습(童蒙先習)도 '천지지간만물지중
(天地之間萬物之衆)에 유인(唯人)이 최귀(最貴)하니'라는 말을 첫 구절로 삼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이 진리는 인간관계
어디에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학교와 사회에서 언어폭력과 왕따문화는 일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갑을문화, 승자와 패자만 남는 경쟁문화, 노사의 대결문화,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문화 등이 온 시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제16집 의회보

따라서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배려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뜻에 많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시민이 행복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1인당 GDP가 2만달러,
3만달러, 5만달러의 문제는 아니다. 시민들이 상호간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얼마나 갖추어졌고, 나보다 다른 상대를 그 차이에 대해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선진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명제가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시작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로부터 시작된 배려운동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만들고, 따뜻한 사회, 선진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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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화 의원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이라도 젊은이보다 열정적으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고루한 또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학생답게 배우는 자세, 아주 고운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게
배움을 즐깁니다. 그런 노인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기도 합니다. 그때 쯤 나도 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참 아름답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청춘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그렇습니다. 늘 마음에
무언가를 늘 심으려 사는 사람입니다.
젊음이라고 다 같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몸만 젊었지 무엇을 하든 패기도 없고 수동적인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용기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지 스스로 제 길을 개척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공통점은 의존적이며, 수동적이며, 회의적이며, 무기력하며, 자기 틀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은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세상 또는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제도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시대를
원망합니다.

열정하면 젊음의 전유물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어도 열정이 없다면,
자기 비전이 없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의지가 없다면 그는 노인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열정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삶을 늘 일구어 가는 사람은 바로 젊은이입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젊게
살면 그는 젊은이요. 늙게 살면 그는 노인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열정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아니 나무를 늘 심고 있는 사람, 이런 열정적인 사람은 젊었을 때 해
오던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생산적으로 생활 방식도 바꿉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옳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자신이
아끼던 다른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심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그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는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를 포기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보다 생산적인 것을 찾아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 확신에 찬 삶 덕분에
그는 여전히 젊은이 다운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은 노소(老少)라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적어도 마음만은 누구 못지 않게
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일단 나보다 오래 산 이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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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세상을 산 노인들의 말에는 살아 온 세월만큼의 묵직한 삶이 들어 있고,
자연스럽게 덧입혀진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존경 받을 만한 노인,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젊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력을 뽐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뽐낼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랑하려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조건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실제 삶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 없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삶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루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실한 하루로 고운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
갑니다.
그것이 제대로 산 사람들,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삶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젊었건 나이들었건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 없이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젊게 하거나 늙게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창한 미래,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죽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늘을 살리는 사람이 미래를 살립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오늘에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이
젊은이답게 사는 일입니다. 당신은 노인인가요? 아니면 젊은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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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철 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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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학 의원

2.28민주운동은 자유당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에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불같이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여 3.15 마산의거, 4.19의거 등의 도화선이 되어 독재정권이
물러나게된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이다.“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라는 결의문의 내용처럼 대구에서 처음으로 반독재에 대한 횃불이
강하고 힘있게 불타올랐다. 또한 2.28민주운동은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젊고 대단히 적극적인 운동이었다.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독재정권에 맞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과 협력의 운동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런 구국적이며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이 충만한 운동임에도 현실은 역사속에서
빗겨나간 것처럼 치부되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물질적인 부분만을 중시하는
우리 후대들은 숭고하고 치열한 시민정신의 유산을 존중하지 않으며 과거의 골동품 정도로
보는 형편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느끼는 것은“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과거의
훌륭한 시대정신과 유산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우리들은 2.28민주운동처럼 대구의 선비정신과 시민정신을
함축시켜놓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존중하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2.28민주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2.28민주운동의 시대정신과 대구정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28민주운동의 발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2월28일,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일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못나가도록 당국이
등교 지시를 내려 일어났으며 이후 마산의 3.15의거,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다.
고교생들이 주체이고 계획적 조직 시위의 민족운동 요건을 갖춘 학생운동으로 우리
역사상 6.10만세운동 등 전후 학생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발췌개헌(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 진보당수 처형(1958년) 등 자유당
정권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선거(3월 15일)가 다가온 시기로 그 동안 억눌려왔던 독재에
항거하고 조직적으로 시민의 결집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날이었다.
이 운동으로 대구사람들의 의리와 기개를 보여주었으며 대구시민이 민주의식도 뛰어나며
선비적 기개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의 대구시민들의 이미지가 정통 보수니 무뚝뚝하다는 등 다소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다. 우리 대구에도 앞 세대들의 적극적인
행동력과, 뛰어난 민주의식도 있는데 정작‘왜 하필 현시대의 대구시민들은 2.28민주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제대로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점을 늘 마음속에 지녀왔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의식이 변화되고 민주적이고 의리의 마음보다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변화된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14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28민주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의 86.9%가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지만 2.28민주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70%정도가 보통이며 별 관심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70%정도가 보통이며 별로 기대를 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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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며, 조금이라도 2.28민주운동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나 운동에 대한 관심과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인식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 시민들은 2.28운동에 대해 조금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무관심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향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민들을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선각자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시민정신을 드높이고 독재에 항거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고 시민들에게
민주운동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본다.
최근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차원에서 14년 기념식부터 대구의 2.28과 광주의 5.18
기념일에 서로간의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그 뜻을 본받아 지역의 공동발전 및
국민대화합까지 추진하겠다고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동맹을 맺었다는 의미심장한 일들이
추진되는데, 이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유의 부족으로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할 시간이 왔다. 시민들이 생활속 가까운 곳에서 2.28정신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곳곳에 2.28과 관련된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글짓기 대회, 청소년 아카데미, 각종 교육 등에 2.28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우리 시민들이 근접에서 만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2.28민주운동기념식을 확대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시도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에 시민정신과 시대정신이 하나로 합쳐져 난국을 타개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외국의 사례중 프랑스혁명도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의식이

하나로 뭉쳐 구세대를 무너뜨린 세계사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화운동도 이에 못지 않게 독재에 항거하고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운동임에 분명하다. 요즘 세상에서 다소 보기 힘든 맹렬한
시민의식과 당당한 자존심과 기개가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뜨거움이 없어질까?
갈수록 치열한 삶과 지나친 경쟁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우리에게
한편으로 의식이 중요시되고 자존감과 열정이 동반되는 그런 날들이 다시 올까?
2.28민주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2.28민주운동이 대구의 정신이 될 수 있는
면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있다.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젊은 이들이 일자리를 향해 다른 곳으로 떠나 젊음과 열정이 많이
사라진 대구, 일상생활에서 열정이 살아있고 치열한 의식이 담긴 2.28민주운동 정신을
가슴에 느껴,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허전한 자리를
메우고 또한 대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대구를 자랑스러워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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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 수 의원

영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은 대구 상수도가 처음 가동된 1969년만
하더라도 1급 청정수였으나 1973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구미 페놀사고가 발생한 지도 수
십년이 지났지만, 먹는 물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은 수질사고라는
언론보도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구 취수원 상류 4개의
국가공단에서는 수천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공단이 조성중에 있다.
어느 지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는 상류에 대규모 첨단 공단이
밀집해 있는 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만능이 아니다.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 천 종류 중의 하나이고,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되어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 무섭고 불안한 것이다. 이제는 먹는 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싶다. 지금의 고통을 현 세대에서 끝내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기는 더더욱 싫다.
과거에 연연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취수원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물론 우리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이웃과 갈등을 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단절한 극단적인 감정대립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지역간 물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일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본다.
지금도 두 지역은 서로의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 내 가족이 이런 물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이든 수혜를 보는 지역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피해에 대해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얽혀진
실타래가 더 엉키기 전에 하루빨리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먹는 물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길 바란다. 필자도 먹는 물로 인해 뭉쳐진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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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순 자 의원

메르스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잠복기니 하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파고드는 것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취소하고 시민들이 식당을 찾지 않아 여행사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역에서 계획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질병 너머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우려된다.
"관광객 1천만시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대구시와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현장을 살펴보고 해외의 벤치마킹 사례를 찾는데 꽤나 공을 들였다. 중국, 일본, 동유럽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 자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곳에
관광객들이 찾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2012년에 비로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
명인 시대를 경험했고 그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이 대구에 반드시 들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광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구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보겠다는 것이며 몇 차례 치러진 국제행사들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 정비작업을 해왔다. 게다가 올해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가 대구경북 관광벨트, 더 나아가 영남권
관광벨트의 중추적인 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들이 대구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서, KTX 타고 지나가는 한
장소로서만 생각하지 않고 대구에 머물면서 숙박하고 쇼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연관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구의 대표축제나 축제의
연관효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축제는
무엇인지, 지역의 색깔이 제대로 드러나는 매력적인 지역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어떤지 등 생각해볼 것들이 많다.
팔공산과 비슬산을 병풍처럼 거느린 지역의 자연환경은 우수한 편이다. 역사적으로도
인근에 고대유적이 있고 한국전쟁에서 피난지로 알려진 지역이었기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근대문화유산은 최근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근대골목길의 발굴과 홍보를 통하여 도심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구의 관광산업의 기초 꾸림 정보가 될 역사,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의
삼박자가 제법 구색을 맞추어 소리를 내고 있다.
메르스가 위협하여 한시적으로 관광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구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를 훼손한 것은 아니니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메르스에 대해 다소
불미스러운 대응과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나름 최선의 방역과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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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한시적으로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참에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산업의 효과가 이러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가꾸는
것에 공을 들여야만 배가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산업이 아닌 문화로부터 출발해야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메르스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 1천만시대에 대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다 안목을 넓혀야 한다.
문화자원이나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구만의 볼거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몇몇 도시들을
가보면 볼거리는 물론이고 숙박, 음식, 기념품 등등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은 기본이다. 그러니 세월이
어수선할수록 대구의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10가지 선정해 놓은 것
더욱 홍보하고 관광기념품도 열심히 개발하는 등에 전념하면 좋겠다. 메르스가 지나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들이 대구에는 꼭 다시 와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면 되는 것이다.

<대구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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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관 의원

대구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의 초청으로 떠나게
된 이번 국외 연수는 평소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뜻밖의 감명과 깊은 인상을 준
색다른 경험이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대구오페라의 발전 방향과 대구오페라 재단이
갖추어야 할 극장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나를 초청 해 준 국립극장이 위치한 칼스루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30만 정도로 유럽에서는 꽤 큰 규모의 도시이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와 대형 회의장인 슈바르츠발트할레를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에틀링엔, 포르차임, 바덴바덴, 스트라스부르 등 인근
도시의 관객에게 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도시의 극장인 칼스루에 국립극장
(Badisches Staatstheater Karlsruhe)은 2005년부터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꾸준히 작품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독일 내 타
극장으로의 교류 확대를 위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다름슈타트
국립극장의 작품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소개 및 참가시킴으로써 대구 오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칼스루에 극장은 오페라극장의 크기로는 독일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극장으로 오페라단, 극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상주직원 700여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독일의 400여개 극장 중에서도 규모나 운영에서 상위 20위권 내에 있는
극장이다.

현재 칼스루에 국립극장은 공무원인 사장과 예술인인 극장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장은 경영과 회계를 담당하고 극장장은 극장의 대내외적 예술적인 분야를
담당하는데, 서로 상대방 분야에 대해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서로의 전문분야에
집중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칼스루에 국립극장>

이런 극장에서 201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해외 진출작
〈라 트라비아타〉
공연과

갈라콘서트'오픈 발 2015'참석 및 공연을 하게 되어 마음 한편으론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 일행이 극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시즌오페라 페스티벌 준비로 전속 합창단,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무대제작 관련 스태프들이 한창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인구 30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서 연 100회가 넘는 오페라 공연과 심포니 콘서트,
연극공연 및 무용예술을 포함하면 거의 매일 공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장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이런 일들이 가능 한 것은 극장에 상주하는 합창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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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그리고 무대제작소의 모든 작업 프로세서가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00여개의 작품 세트와 소품 및 의상이 오랫동안 보관 될 수 있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무대보관소가 연중 쉬지 않고 운영되어 오페라 제작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 시작 전 극장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국내 극장 대부분은 객석대비 로비가
작은 편인 반면, 칼스루에 국립극장은 오히려 로비가 상당히 넓어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의상 보관소, 카페테리아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공연 시작 전 극장로비에서 샴페인이나 와인을 즐기는 관객들에게서
오페라극장의 어떤 딱딱함이나 긴장감 보다는 '오페라 극장이 삶의 여유를 즐기는 장소로
생활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대보관소 및 습도조절 장치>

대구는 인구 250만과 수준 높은 오페라전용극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구에서 오페라가
대중적인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오페라와 뮤지컬이 무엇이 다른지?', '오페라공연 중 박수는 언제 쳐야
하는지?', '오페라 공연은 모두 비싼가?' 등 오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및 궁금증에 대해

쉽게 물어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페라 극장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순 참가'가 아닌 '정식 초청'의 형식으로 독일 유명극장 무대에서 공연 한 것은
'대구의 오페라 제작능력이 유럽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런 양질의 공연을
꾸준히 제작 및 공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칼스루에 극장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오페라하우스도 상주단체, 무대보관소 및 무대제작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공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교류되어야 현 독일의 시스템을 뛰어 넘는
대구오페라하우스만의 오페라 공연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세계적 문화예술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오페라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오페라는 재미있는 볼거리와 수준 높은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독일에서〈라트라비아타〉
공연과 오픈발(Open Ball)콘서트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공연 후 극장을 가득매운 외국인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 공연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과 관객의 칭찬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찾을 관객모두가 대구 오페라에 감명을 받고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자신하며' 세계적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대구는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꼈다.
<현지 공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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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승 백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회장

먼저 남부권 신공항건설 추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 년에 걸쳐 한국교통 연구원이 영남지역 항공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2030년이 되면 내국인 1,175만, 외국인 2,287만 도합이 3,462만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공항 건설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해서 해당
5개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몇 차례 사전 합의를
추진했으나 입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금년
1월 19일 영남지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토의한 결과 첫째, 신공항의 성격, 규모, 기능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둘째, 용역기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 등은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도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업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밀양과 가덕도 두 개의 후보지에 대해 원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래의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접근성
뭐니 뭐니 해도 공항 이용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의
관건일 것이다. 즉,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양과 가덕도의 반경 70km이내 도시인구는 밀양이 1,045만 명, 가덕도가
706만 명으로 약 340만명 차이가 나며 철도의 경우 밀양은 기존 경부선과 경전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나 가덕도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육로의 경우도 밀양은 경부고속도로,
대구-대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2019년 개통예정인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인 반면, 가덕도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부산에서 접근할 경우에도 부산시내 통과로
정시성 확보가 곤란할 것이며 현재 철도노선이 없어 자기부상열차, 철도, 도로, 교량 등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건설하는데 드는 부가 비용이 자그마치 3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안전성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는데 있다.
가덕도의 경우는 김해 군사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어 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반면, 밀양은 항공기 진입로, 장애물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정한 수준으로
제거만 한다면 현재 인천공항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가덕도의 경우
삼성중공업 등에서 건조한 석유시추선 등의 높이가 120m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가덕도는 주변 해상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철새가
많은 관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음, 환경 등
환경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른 객관적인 환경 생태 조사 및 평가를 한 후 입지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덕도는 환경부가 지정한' 지형보전 1등급 지역'이고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0호인 수령이 3, 4백년에 이르는 동백나무 군락을 비롯해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
가덕도만 수십 곳에 달한다. 따라서 환경 법령상 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밀양은 환경 법령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생태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소음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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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에 포함되는 주민 수는 밀양이 1,800세대인 반면, 가덕도는 후보지 북쪽에 계획인구
약 6만 명이 거주할 신호, 명지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개발파급효과
<항공운송 부문 생산유발 효과>
(단위:백만원)

구분

경남

밀 양(A)

230,964,901

10,803,720

32,644,664

1,572,376

1,126,970

277,139,630

가덕도(B)

7,138,455

206,231,962

29,019,879

642,585

864,046

243,896,927

223,826,446

-195,401,242

3,624,785

929,791

262,924

33,242,703

A-B

부산

울산

경북

대구

합계

항공운송 부문 생산유발 효과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개항을 통하여 국제 항공사가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운송 매출에 의한 파급효과이다.
가덕도에 비해 밀양이 약 33조2천억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더 발생하게 된다. 밀양은
경남, 울산, 경북, 대구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덕도는 부산에만 효과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최적입지 조사 (대구시/대구경북 연구원,
201.12)

건설비용측면
남부권 신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건설비용 문제일 것이다. 즉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소이어야 한다.
밀양의 경우 1,2단계 건설비용이 8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덕도의 경우는 1단계

15조5천억원을 포함 도합이 22조원이 소요됨으로써 밀양에 비해 무려 2.6배나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남부권 신공항은 밀양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차제에 몇 가지 덧붙일 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 현재
정부가 외국에 의뢰한 용역기관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도 미리 알아보고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즉, 기 부산광역시 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네덜란드 2개 업체 및
캐나다 1개 업체에 또 다시 용역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차후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진행 상황을 차분하고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250만 대구시민의 염원을 한곳에 모아 남부권 신공항이 필히 밀양으로 건설되도록
염원하자.
(위 자료는 2014년 대구광역시 의정회 주최 춘계세미나시 윤대식 영남대 교수의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입지후보지의 조건의 일부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제16집 의회보

김 채 복 경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MERS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먹을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씀씀이를 줄이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십년 전의
외환위기 때와 같이 소비가 위축되고 일거리가 줄어들어 기업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통계적 발표 이상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환율도 원화가 비교적 강세여서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출이 힘들고 그리스 사태로 인하여 금융 시장도 매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저현상으로 인해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의 주력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와 자동차 부품인데
연구기관들의 산업 전망을 보면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섬유로 방향을 선회하여 산업용 섬유에 초점을
맞춘 기업,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틈새시장 판로를 개척한 기업, 부단한 노력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의 길을 개척하는 기업, 패션신도시
이시아폴리스를 통해 새로운 섬유산업 도약을 꿈꾸는 노력들이 소개되지만 아직도
섬유분야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해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섬유업에 종사하는 경영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경영진은 과거와 같은 좋은 시절은 오기
힘들며 이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경영의 핵심경쟁력을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서 기술개발과
제품혁신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운영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부의 금융 지원을 기대하지만 은행은 경영 악화의 위험 때문에 정부의 기업지원
권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은 재고 감축을 위해 부품 공급을
줄이고 있으며 심지어 부품 공급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영세 서비스업 종사자는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MERS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식당에는 손님이 현저히 줄었고 숙박업계는 취소전화가 줄을 잇는다.
지상철 개통으로 대구의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더욱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현재와 같이 산적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학에서 어떤 조직을 분석하여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할 때 널리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가 SWOT 분석이다. SWOT는 Strength(장점), Weakness(단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의 약자로서 한 조직의 단점을 분석하여 보완하고, 장점을
도출하여 이를 더욱 강화하며, 위협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극복하고, 기회의
요소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법이다. SWOT 분석은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등이 정책을 개발할 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 기법은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을 같이 고려하여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데, 주의할 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모두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한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면 항상 위협요인이 존재하며 단점도 보인다. 특히 요즈음
같이 힘든 시기에는 기업 경영의 장애물과 위험만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음을 느끼는 경영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가물지 않으면 하천을
준설하고 저수지를 정비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가뭄이 있을 때 이
같은 개선 사업을 한 농촌은 홍수가 나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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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는 개선과 혁신 활동이 있다. 매출액이 감소하면 원가를 절감하여
순이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쟁제품이 출시되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으로 맞서야 한다. 어려울 때 앞날을 예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이익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까? 경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이 같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16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하루 후 도요타 기이치로(豊田 喜一걏)는 당대 최고의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을 3년
안에 따라 잡겠다는 야심찬 결심을 발표한다. 도요타자동차의 직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노 다이이치(大野 耐一)에게 생산성 혁신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오노 다이이치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설명하며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상식을 뒤엎는 독특한 도요타 생산방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은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총사령부 고문인 다지(Dodge)가
일본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때였다. 긴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갑자기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도요타자동차는 1950년 노동쟁의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경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원감축과
함께 회사 재건안을 발표하자 노조는 연일 파업을 하였으며 사장인 도요타 기이치로는
사표를 제출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수물자 납품과 미국
정부의 대금지불 보장이라는 경영의 대박을 맞이한 도요타자동차는 그 후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이 힘들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수행하면서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깨여져 있는 우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도요타자동차는 힘든 시기에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노력하였다. 오노 다이이치와 같은 집념의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도요타자동차는 원가절감, 품질제고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요타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낭비 제거에 몰두한 결과 도요타자동차는 2002년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경상이익 10조원을 달성하였다.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다. 5년 후 혹은 10년 후 대구광역시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대구광역시는 미래의 대구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기업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향 후 대구를 어떻게 변모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너무
허황한 목표를 수립하면 시민들이 따르지 않으며, 너무 낮은 목표는 성취해도 얻는 것이
없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슬로건이라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에 있는 부정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계획대로 실행되면 대구광역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패망 다음 날의
일본보다 어렵겠는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모두가 3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하나의 경제적 이슈가 발생할 때 극단적으로 한 쪽의
의견을 주장하고 다른 쪽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약세) 오른다고 야단이며, 환율이 내리면
(원화강세) 내린다고 난리이다. 국가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환율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 환율이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할 때 위협의 요인도 있지만 당연히 위협을
극복하여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제조업은
과거 엔고 시대에 뼈를 깎는 원가절감의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경영의 역사이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던 시기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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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위협요인들이 지금도 모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환율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20년간 무엇을 준비하였으며 어떤 제도적 개선을 이루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최고이며,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값
싸게 사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였다. 이를 "생산자 중심의 사고"라고 부른다. 그러나
1930년 이후 미국에 공황이 오면서 생산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되자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제품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은 소비자를
잘 어르고 달래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오판하였다. 이를 "판매자 중심의
사고"라고 부른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이웃에게
불평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판매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야 기업들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시장)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개념으로 생산자·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제품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가격,
품질, 디자인, A/S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기업 GE의 전 회장인 웰치(Welch)는 "변화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변화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도요타자동차도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전 사장 도요타 에이지(豊田 英二)는 "결단"이라는 저서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만족을 경계하면서 끊임없는 개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현재의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이익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 TV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경영의 역사는 변화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기업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으며 애국심에 호소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국제화 사회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시청 혹은 구청이 나서 기업이나 시민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생산자 중심의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기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를 수립하면 대구광역시가 제안하는 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예산, 인력 등이 어떤 추진 체계를 가져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오노 다이이치가 미국을 따라잡을 방안을 구상했지만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은 도요타의 간반시스템을 구상하여 만든 엔지니어 스즈무라 기쿠오(괅村 喜久男)
덕분이다. 아무리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좋아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계획은 계획이고 목표는 목표일 뿐이다. 대구광역시는 미래의 대구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기업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적자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과정이다. 도요타자동차에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패하면 동료들이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격려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연결되며 동료의식과 협력의 마음가짐에서
창조적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경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이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다. 도요타자동차는 과거에 위기 극복을 위해 T형
인재를 육성하였다. T형 인재란 글자 모양처럼 다방면에 골고루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서
한 방면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요타자동차는 제품혁신과 기술개발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구축하였으며 타
자동차회사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의 경쟁기업에도 부품을 납품하여
시장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웠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진출 시 반드시 그룹 내 부품계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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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동반 진출하여 해외 진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에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공명·공평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평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기업의 미래가
보장된다.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통해 얻은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여 목표와 비교하고 다음에는 미흡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대구광역시가 의미 있는 경제활성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적의 평가를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대구의
에너지(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빈부격차 해소, 지역 간 갈등해결, 교육시스템 개선, 환경문제
해결, 경쟁력 확보 등)를 제고하기 위해 물리학이론을 고찰해 보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Einstein)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고 1916년에 일반상대성이론을
정리하였다. UN이 2005년을 특수상대성이론 발표 100주년이라면서 "물리학의 해"로
선정하자 물리학계는 그 해에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6년까지가
상대성이론 100주년이라고 주장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유명한
공식 E=mc2는 에너지(E)가 질량(m) 및 빛의 속도(c)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엄청난
발견이었다. 이를 대구광역시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공정·공명·공평한 평가에
대입해보자.
대구광역시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Motivatio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정·공명·공평한 평가에 대한 열정과 정열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다. 평가를 통해 검증받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구광역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평가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긴밀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알아야 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지역 간, 계층 간, 연령 간에 관심과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평가를 하여도 결과에 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을 재수립하는 평가의
긍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 목표가 다른 조직 간의 소통과 이해가 없는 평가는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서로 협력(cooperation)하여야 한다. 남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에게 협조해 주겠는가? 이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조직원이 동기부여가 되어있고 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도 협력이 없으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고서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보수적이고 침체된 이미지의 대구광역시가 진정한 Colorful Daegu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의 현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왜 타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지와 함께 왜 대구광역시로 이사 오는
것을 꺼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하는 갈등과 반목만으로 점철되는 사슬을 끊을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대구광역시 모든 구성원(지자체, 기업, 개인)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영의 역사는 대구광역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제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합리적인 자원 배분 및 문제점
해결 시나리오 개발,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업적평가시스템 구축의 세 단계를 얻을 수
있다면 미래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기업, 시민과 더불어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 후 많은 국가의 공무원이나 기업이 경제활성화 모델을 배우기 위해 에너지가
넘치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하는 모습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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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열 영남이공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한국보훈학회 대구지회장)

I. 머리말
보훈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라고 생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 및
가족들에 대한 보훈업무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거나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5년 간 국가유공자의 보훈법률, 보상, 의료, 복지정책을 연구한 필자로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국가연금 및 각종 중요한 보훈정책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자치단체의 구성원이고 광의의 의미에서는
전쟁 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협의의 의미에서 보면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지역을
대표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싸웠던 국민 영웅들이 아닌가.... 보훈선진국이라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해 연방정부 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에서 오히려 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이나 복지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 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주정부에서 행사나 민간단체의 행사에서 국가유공자
단체를 최상석에 자리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수 경례로 그 예를 극진히 표한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양귀비 꽃을 팔아 이익금을 전액
보훈단체에 기부하여 국가유공자의 선양사업과 복지사업에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주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
제도의 근간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공무원, 시민, 학생 등 대다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는 중앙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과 나라사랑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최강대국이 되고 국민통합의 길을 가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선진화된 보훈복지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 4년 전 서울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 마스터플렌을 수립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부터 자존감 회복 및 깊은 만족감으로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근거리 지정병원 운영, 국가유공자 가족여행 보내드리기, 가정에 김치 및
필수품 제공하기, 공공주택 우선 배정, 취업지원까지 우리가 말하는 토탈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안동시, 성남시, 영덕군, 보은군 등의 경우에도 보훈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보훈복지 선진도시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진화된 보훈복지서비스를 활발히
지원하는 도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시스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선진화된 복지지원 체계 구축이 시의적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보훈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team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조례안 제정 및 보훈복지 종합 마스터플렌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구광역시 보훈조례안 제정 및 보훈복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방안
1. 보훈기금법 조례안 제정 세부방안
대구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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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보훈기금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등 10여개
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제정하여 활발히 운영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높은 자존감과 만족도를
얻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훈기금법 제정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둘째, 보훈기금법 조례안 제정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시 보훈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셋째, 보훈 사업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증진 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국가유공자의
의료·교육·문화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넷째,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4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세부방안은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시의원 2). 보훈단체 대표자 3). 보훈업무 담당국장, 보훈기금업무
담당과장 4). 보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 1/3
이상으로 한다. 보훈기금법 조례안은 시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티에프 팀을
구성하여 2016년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7년 부터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공서 우대창구 설치 확대 조례안 제정
미국, 호주, 대만 등 외국 선진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이나 시민들의 문화행사 시 좌석
의전에 있어 보훈단체장을 최상석에 배치하여 국가우공자의 예우 및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예우가 국가유공자들의 자존감과 만족도를 함양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자치단체 행사나 시민이 주최하는 행사 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도로, 건물
등 기공식·완공식 행사에 좌석 배치 시 보훈단체장을 최상석으로 의전을 예우하는 조례안
개정 시행세칙 방안과 둘째, 민원실에 국자유공자가 기다리지 않고 원스탑으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훈우대창구 설치를 산하기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셋째, 국가유공자 우대 창구 설치를 보훈의 달에 한시적으로
운영보다는 365일 전기간에 걸쳐 대구은행 전 지점 확대 및 여수신업무 우대, 농협 및
우체국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내 좌석 및 승탑
엘리베이터에 국가유공상이자 우선이라는 문구 상단에 기재 성문화, 시내버스 노약자석에
국가유공상이자 맨앞 문구 기재하는 방안을 2015년까지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대구광역시 3개년 계획 보훈복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대구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선양 및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전사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계획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 계획방안으로
2016- 2018년 3개년 계획 보훈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1차년도에, 국가유공자 우대 창구를 중구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자치센터, 시
산하기관, 보건소 등까지 확대 설치하고, 관공서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노약자
보다 국가유공상이자 우선탑승 문구 설치가 필요하고,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 농협에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2차년도에
대구시 보훈기금법 운용 조례안 설치, 대구광역시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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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200만원 증액, 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특별공급(200세대 확보), 보훈가족
일자리 200여개 창출 3차년도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500여 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가족여행
보내드리기, 보훈가족 일자리 300여개 창출(학교안전지킴이 등)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특별공급(300세대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전용 호출택시 운영, 버스,
지하철에 국가유공상이자석 좌석 표지판 마련이 절실하다.

4.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지정 대시민 추진 서명운동 전개와 보훈현충시설 관광
테마파크 운영
유네스코 세계 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 유산 목록은 세계 유산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으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유네스코로 지정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채보상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차관을 갚기 위해 모금한
운동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데 1907년 2월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운동
(主權守護運動).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1904년의 고문정치(顧問政治) 이래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려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차관(借款)을 도입하게
하였고, 통감부는 이 차관을 한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경찰기구의 확장 등
일제침략을 위한 투자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05년
6월에 구채상환(舊債償還) 및 세계보충비(歲計捕充費)로 도쿄[東京]에서 200만 원의
공채(公債)를 모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07년 한국정부가 짊어진 외채는 총 1,300만
원이나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세입액에 비해 세출 부족액은 77만여 원이나 되는
적자예산으로서, 거액의 외채상환은 불가능한 처지였다. 이에 전국민이 주권 수호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첫째, 대구시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지정 추진위원회가 시, 시의회, 시민, 학생, 국가유공자 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여 활성화 되어야 하고 둘째, 대구시는 관련 예산 확보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증거 자료 및 유물 확보가 필요하며 셋째, 국채보상운동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조례안 제정과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으로 유네스코지정 시민 서명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을 증축 확대하여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특히 학생들이 체험하고 보훈교육을 할 수 있는 보훈현충시설 관광테마파크로
운영하는 방안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대구시 초·중·고 교육기관 국가유공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보훈교육 강화
대구지방보훈청 및 대구시 교육청과 엠오유를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 보훈교육
강화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전쟁참전 국가유공자가 그 당시 착용한 헬멧,
수통 등을 직접 가져와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보훈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창의체험학습 시간에,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특강을 함으로써 그 당시 생생한 경험담과
애국심 등을 교육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애국심과 보훈의식이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6. 대구시 국가유공자 보훈선양 세미나 정기적 개최 및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보훈선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보훈선양 세미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대구시나 시의회에서는 삼일절, 6.25, 광복절 기념 보훈학회와 공동
보훈학술세미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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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조직 내 보훈전담조직 설치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수년전부터 사회복지과 내 보훈선양계를 신설하여 사무관
1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경상북도내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대구광역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보훈행사 및 각종
복지지원을 위해 대구시 본청에 보훈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8. 그 외 대구시장 직속 보훈복지자문위원회 운영, 대구시 국가유공자의 달
위로연, 연말 보훈가족 초청 음악회 등 여러 가지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III. 맺음말
우리나라 선조들의 보훈복지 역사를 논하자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가 3국
중 가장 군사력이 약했는데도 통일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의 보훈복지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상사서라는 제도를 두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훈복지
정책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극진하게 예우하였으며 특히, 보상, 의전, 의료, 취업,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 조선시대에는 충의부,
입직제도를 두어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보훈복지정책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립으로 1960- 1970년대에 보훈급여금 지급에 중점을 두었고, 1980-1990년대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보훈병원 설립으로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선진화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로 인한 요양·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향후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보훈조례안 제정과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식 토털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발히 운영하는것이다. 평소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나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가장 강한나라" 라며, 문화가 가장 융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생전에
그토록 바라셨고, 보훈학자 및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정한 선진도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보훈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잘 운영되는 도시라고
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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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달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
전 대구광역시 교육의원, 교육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인류 문명 발전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그 문명의 혜택으로 인간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해질수록 인간성은 황폐화 내지 말살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인문학이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실용주의 학문에 가리어져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문학(Humanities)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한 학문으로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는 달리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변(경험이 아닌 인식으로
설명함)적인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게 된다. 인문학을 분류하면 인류학, 법학, 고전학,
역사학, 언어, 문예학, 음악사학, 공연예술학, 철학, 종교학 및 미술사학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1)
오늘날 학교교육 특히 국민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초·초등교육에서 조차도 인문학은
생활교육에 밀려 교육과정 편성에서 뒷방신세가 된지 오래였으나, 최근에 와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인문학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지침을 내리고 '행복한
수업을 만드는 교수 언어'를 발간 보급하는 등 인문학 재조명에 힘쓰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된다고 볼 때, 국민기본교육의 장(場)인
초·중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마저 이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낙관할 수
대 구 광 역 시 의 회
1) http://ko.wikipedia.org, 인문학.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흔히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 문화 산업 시대, 글로벌 시대'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변화의 속도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인문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다.
한시외전(漢詩外傳)과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수욕정이풍부지 자욕양이친부대야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 라는 글이 있다.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여러
핑계로 잘 모시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연후에 후회하고 통곡하는 경우를 허다히 듣고
보아왔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도 그 중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성심으로 봉양하기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권고한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였음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은 물론 돌아가신 후까지 애틋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방법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인 제례(祭禮)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인문학(人文學)으로서의 제례(祭禮)
1. 연원 및 변천
제사의 기원과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시·고대인들은 우주 자연의 모든 현상과 변화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
이므로, 초월자 또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삶의 안식과 안락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둘째, 천지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에 대해 외경심·신비감을 갖게 되는 동시에
생명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셋째,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星굪]·산[山]·강[川]과 그 밖의 자연물에
초인적인 힘이나 신통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안녕과 복을 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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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간의 사후 영혼을 신앙한 나머지 귀신을 섬기는 예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조령(祖靈)에 대한 외경심과 조상 숭배 사상이 합치되어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의 번영,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래를 지닌 제사는 인지(人智)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게 되었고,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도 뚜렷하게 설정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고대로부터 하늘을 공경해 제천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濊)의 무천(舞天) 등이 모두 제천 의식인 동시에 농사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후 국가 형태가 완비된 뒤로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그리고 원구( 丘)·방택(方澤)·농업(先農壇)·잠업(先蠶壇) 등 국가 경영과
관련이 있는 제례가 갖추어졌고 조상 숭배 사상의 보편화와 함께 가정의 제례도 격식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사의 내용
제례는 모두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자(주희)의
『가례』
를 기본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왔고 가정에서 봉행해 온 제사는 다음과 같다.
가. 사당(祠堂)에 올리는 제의 : 대종(大宗)·소종(小宗)은 집 안에 사당을 모시고 있다.
사당에는 고조 이하 4대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는데, 초하루[朔]·보름[望]에 분향을
하고 기일(忌日)에는 제사를 드린다.
나. 사시제(四時祭)：사계절에 드리는 제사로 중월(2₩5₩8₩11월)에 사당에서 지낸다.
다. 시조제(始祖祭)：시조를 잇는 대종손이 제주가 되어 동지(冬至)에 지낸다. 동지는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날이라, 이를 상징하는 뜻에서 시조의 제사를 지낸다.
라. 선조제(先祖祭)：초조(初祖) 이하 고조 이상을 입춘(立春)에 지낸다. 입춘은
생물지시(生物之始), 곧 만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날이므로 선조에 제사를
지낸다.

마. 이제( 祭)：아버지의 사당에 계추(季秋: 음력 9월)에 지내는 제사이다. 계추는 성
물지시(成物之始), 곧 만물을 거두는 무렵이라 가까운 조상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다.
바. 묘제(墓祭)：산소에서 지내는데, 기제(忌祭)로 받들지 않는 조상에게 제향한다.
사. 기제(忌祭)：죽은 날, 즉 기일(忌日)에 지낸다. 사대봉사(四代奉祀)라 하여 4대를
지내며 해당되는 신위에만 드린다.
이들 제사 중 대표적인 기제의 절차는『가례』
를 바탕으로 한 속례를 참고하면, 하루 전에
재계(齋戒)를 하고 정침(正寢)을 깨끗이 쓸고 닦은 다음 제상(祭床)을 베푼다. 제청(祭廳)의
서북쪽 벽 아래에 남향으로 고서비동(考西 東)이 되게 신위를 모신다. 고서비동이란
아버님 신위는 서쪽에, 어머님 신위는 동쪽에 모시는 것으로,『가례』
에는 기일에 해당하는
신위만 모시도록 되어 있으나 속례로는 합설(合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전통제례의 진행
전통 제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진설(陳設)：제상에 제수(祭需: 제물)를 올린다. 먼저 실과를 올리는데, 속례에 따라
홍동백서(紅東白西) 혹은 대추·밤·감·배·사과의 순으로 놓아도 된다(동쪽은
오른편이고 서쪽은 왼편이다). 생과(生果)는 서편, 조과(造果)는 생과 다음으로 동편에
놓는다. 포(脯)·젓갈[ ]·침새(굸菜)·청장(淸醬)·숙채(熟菜)를 올린다.
수저그릇[匙 盞]을 올린다.
나. 강신(降神)：신주를 모시고 제사지낼 때는 먼저 참신(굱神)을 하고 나서 강신을
하지만, 대개 지방(紙榜) 제사이므로 먼저 강신 절차를 밟는다. 제주가 분향하고 술을
잔에 따라 세 번 모사 그릇에 붓는다. 제주가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제관이 일제히 재배를 올린다. 부인은 사배(四拜)를 한다.
다. 진찬(進饌)：각색 탕(湯)·저냐[煎油魚]·적(炙)·편(떡)·메(밥)·국을 차례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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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해서 생선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 나물류는 가운데에 놓는다.
탕·저냐·산적도 마찬가지이다.
라. 초헌(初獻)：제주가 올리는 첫 잔이다. 술잔에 7부 정도 채워 올리고 계반(啓飯)을
한다. 제주 이하 전원이 꿇어앉아 있고 축(祝: 축문 읽는 사람)이 제주 왼편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제주가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축(祝)이 없이 제주가 읽어도 된다.
*** 저냐(煎油魚) :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저민 뒤에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이다.

마. 아헌(亞獻)：두 번째 올리는 잔으로, 종부(宗婦)가 올린다.
바. 종헌(終獻)：세 번째 올리는 잔으로, 제관 중에 나이 많은 어른이 올린다.
사. 유식(侑食)：더 많이 흠향(歆饗)하도록 하는 절차로, 종헌 때 올린 잔에 가득히 차도록
첨작(添酌)하여 따라 올리고 난 다음, 삽시(揷匙)라 해서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잘 갖추어 그 시접 위에 자루가 집사자의 좌측으로 놓이게 한 뒤 제주가 재배한다.
아. 합문(闔門)：제관 이하 전원이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는다. 문이 없는 곳이면 불을

조금 낮추어 어둡게 한다. 합문하는 시간은 '일식구반지경(一食九飯之頃)'이라 하여 약
5분 정도이다.
자. 계문(啓門)：제관이 세 번 기침 소리를 내고 다시 안으로 든다. 불을 밝게 한 뒤, 국을
물리고 숭늉(혹은 차)을 올린 다음 메를 조금씩 떠서 숭늉에 만다. 잠시
시립(侍立)하다가 수저를 거두고 메 뚜껑을 덮는다.
차. 사신(辭神)：제관 일동이 신위에게 재배하고 제사를 끝낸다.
카. 철상(徹床)·음복(飮福)：철상도 제사의 한 절차이므로 정중히 해야 한다. 지방으로
제사를 올렸을 경우,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그리고 참사자(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웃 어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준( )이라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해시(亥時) 말에서 자시(子時) 초가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요즈음
시간으로 대략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일 것 같다. 돌아간 날의 첫 시각에 지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근래에 저녁 시간에 지내는 풍습이 생겼는데, 반드시 돌아간 날
저녁, 어둠이 짙은 뒤에 모셔야 될 것이다. 예(禮)는 정(情)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으로,
시간보다는 성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4.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제사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제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례준칙의 제사 절차
(1) 혼령 모시기 : 제주(祭主)는 분향한 뒤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 일동이 신위(神位) 앞에
두 번 절한다.
(2) 잔 올리기 : 술잔은 한 번만 올린다.
(3) 축문 일기 : 축문을 읽은 후 일동 묵념한다.
(4) 물림절 : 참사자 일동이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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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종교식 제례
여러 종교에서 드리는 제례는 지면 관계로 제목만 소개한다.
가. 천주교식 추도식 : 기일(忌日)에 성당에서 위령미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나. 기독교식 추도식
기독교에서는 원래 전통적인 형태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기일이 돌아오면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기독교 교리에 의거한다.
다. 불교식 추도식
소기(小朞)와 대기(大朞)를 맞이하거나 고인의 생일이 돌아오면 절(寺)을 찾아가서
추도식을 갖는다. 그밖에 49재와 77재를 지내기도 한다.
*** 소기(小朞) : 사람이 죽은 지 첫돌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로 유교에서는 소상(小祥)이라 함
*** 대기(大朞) : 사람이 죽은 지 두 돌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로 유교에서는 대상(大祥)이라 함

6. 바람직한 제례(祭禮)의 방향
제례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시로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식이다.「예기(괋記)」
에는 살아계실 때는 공경하여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공경하여
제사를 드리라 하였고,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연장으로 조상의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지내왔다.
제사는 다하지 못한 효(孝)의 표시로 우리 조상들이 전승 발전시킨 정신문화로서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죽어서도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는 강력한
혈족의식과 동족성원의 결속 및 집단의식의 강화로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례의 기능적 역기능적인 면을 면밀히 비교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자체를 손쉽게 하여
많은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Ⅲ. 맺는 말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문학은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교육과정의 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청소년(9세 24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의 옛 시조(時調)
둘째, 우리나라의 속담(俗談)과 서양의 격언(格言)
셋째, 고사성어(故事成語)와 사자성어(四字成語)
넷째, 제례(祭禮)와 숭조(崇祖)
다섯째, 우리의 방언(方言)
여섯째, 기타 인문학적 소재 등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급학교의 실정에 따라 표면적 교육과정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적합한 인문학 과정을 편성하여 의무적으로 지도할 것을 권장하거나
교육과정 시간 배당 중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학생들이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게 한다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함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가례(家禮).
2. 가례편고(家禮궄考).
3. 가례증해(家禮增解).
4. 가정의례 준칙.
5. 남정달, 제례(祭禮)와 숭조(崇祖).
6.
, 청소년을 위한 고사성어.

7. 문교부 생활예절.
8.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
9. 이무영, 한국가정의례.
10. 이정웅, 제례(祭禮)에 대한 이해(굊解).
11. 이홍직, 완벽 국사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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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재

건설교통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대구건축사회 회장

Ⅰ.들어가면서
대구는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남산초등학교(30회)에 유학을 와서 1965년 부터
지금까지 꼭 반세기를 대구에서만 살아 오고 있다.
제2의 고향이지만 태어난 합천 가야의 고향 못지 않는 나의 삶의 여정으로 채색된
자랑스런 고장이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영남중학교(20회)를 거쳐 대구공고 건축과(44회)에 입학 하면서 건축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자라 오면서 골목골목 마다 이사를 하며 살아 온 터라 동네마다 애착이 가는
도시다.
경일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주경야독으로 건축사의 자격(1987)을 취득하고
부운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대구 가꾸기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대구 사랑의 일념으로 대구건축사회 회장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수행 도중에 시 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의 배려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시 건축행정의 자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져 한다.

Ⅱ.건축과 주차장
우리는 이제 고도성장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대구 유년시절 자취 골방에서 연탄불을 지펴 가면서 연탄가스에 취해 여러번 사경을 헤맨
경우가 다반사였다. 비가 오면 신발을 방에 넣고, 겨울이면 꺼진 연탄불을 피우는 연기로
방안이 매캐해서 숨 쉴 수가 없었다. 비가 새어 얼룩진 방 천장에 종이를 덧바르고, 어긋난
문짝에 신문지를 바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구멍난 장판지에 지난 달력으로 바르는 것이
엇그제 같다.
결혼하면서 아파트라는 신식 주거 공간에 처음 이사한 들뜬 마음으로 첫날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자차소유 가구가 극히 드문 터라 주차시비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88올림픽 전후로 자가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골목 마다 주차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무너진지 오래다.
돌이켜보면, 대구와 부산은 한국동란의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난처로서 도시의 인구집중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마구잡이식으로 집을 지어
동네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진골목이 지금은 관광 상품화가 되었겠는가?
지금은 어떤가? 갖은 법규로 자기 집을 직접 지을 수 없다. 집장사가 자기 이익에 맞도록
지어진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주거는 더 이상 사람의 삶을 닮는 그릇이 아니라 고가
상품의 투자부동산이 되었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으로 토지의 가격을 상승 시켜 도시는
점점 고도화와 고밀도로 집적화 되어 갔고, 우리는 주택회사라는 집장사와 함께 부동산
잔치를 벌려왔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장을 잃고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원룸촌을 찾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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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자격 집장사와 부동산 잔치를 벌여가고 있다. 집의 최소 단위가 10평 남짓한 원룸이
되었다.
집장사의 사업성을 위해 한 동의 가구수가 12가구에서 19가구가 되었다. 가구별 주차장을
설치하는 강화된 법이 생겼다. 차가 필요 없는 가구든, 면허증이 없든,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을 어렵게 집을 마련코자 하는
서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시행해 왔던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5대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부자 구청 수성구청은 중앙의 눈치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존의 0.7대로 강화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가구 수가 나와야
한다. 결국 주차대수로 수익성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계획으로 땅 값이 정해진다.
준공 후 가구 수 쪼개기와 불법 용도변경이 일어난다.
결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주민의 갈등의 이유가 되었다.

Ⅲ.건축과 조경
ⅰ.조경은 건축의 일부이다.
담양 소쇄원을 가보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는 도시공원이 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법정면적 이상의 의무조경을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33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대지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원룸의
특성상 유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의무주차장도 해야 하고, 옥상 녹화도 지원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다 보니, 준공 후 철거한 공간에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해 버린다.
오죽하면 준공용 조경을 빌려준다고 공공연한 선전광고를 보고 공무원은 왜 무감각할까?
심지어 녹지공간이 확보된 도시설계구역에서도 각 택지에 조경을 실시해야 한다.

ⅱ.건축과 지적, 그리고 주차장
지적 분할은 도로에 폭 2 미터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분할 해준다..
기존주택을 철거 후 신축은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소규모건축물부설주차장(총 주차 대수 8대이하)의 출입구 폭은 2.5미터 이상이기
때문이다. 차량 한 대 규격은 폭 2.3*5.0 미터이다. 맹지의 기준이 사람의 통행이 아니라
차가 못 들어 가면 맹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법규의 상호모순으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Ⅳ.건축과 도시계획
ⅰ.재개발, 재건축의 고층아파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인구의 감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급속한 노령화 인구의 증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건축, 자연 재해로 부터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속성장의 많은 후유증이 도래하고 있다. 한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도시행정의 대부분은 건축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주도의 사회는
더 이상 경쟁력과 다변화된 글로벌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더욱 많은 부분을
전문가 단체에게 위임하여 포용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무부별한 지적 합필의 재개발을 지양해야한다. 대구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적 통합과 고층화 부동산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근대 골목문화의
흔적 지우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도심지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일정규모의 주택건축의 허용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도심 설럼화는 대구의 미래와 정체성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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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걷고 싶은 거리조성
약정골목, 만세언덕, 진골목, 찐갈비 골목 등, 관광 자원화와 역행되는 원룸가의 자동차만
즐비한 국적 없는 피로티 건축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
피로티에 다시 인정이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한다.
주민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차를 타고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서민들의 직업 창출과 마을 공동협동체 형성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동네
구멍가게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ⅲ.대구 한옥을 꿈 꾼다
국토부,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원 등 중앙 여러 기관에서 한옥육성 지원 정책이
실시하고 있다. 가까운 경북도청은 경북형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 개발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구도시한옥의 개발보급과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계명대학교와 대구건축사협회가
협조하여 작년에 한옥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전문가가 배출이 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건조한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기를 꺼린다. 아담한 한옥에서 여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웰빙 주거 욕구가 많다. 국가의 한류정책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충분치가 않은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임대한옥단지의 조성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ⅳ.대구천을 살리자
신천이 있기 전 달구벌의 젖줄인 대구천이 있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다. 대구는 분지도시다. 그럼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더운 도시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문희갑 시장님의 밀라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천에 보를
막아 분수를 설치하여 바람 길을 만들고,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나무심기를 실시하였다. 도심지 도로에 그늘을 만들어 지표온도를 낮추고 미세기후를
개선하여 다른 도시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막한 지상구조물이

도심을 지나고 도시의 경관이 한층 열악하게 되었다. 대안은 대구의 뉴딜정책으로 대구천을
부분적으로라도 살려, 일자리 창출과 진정한 도시재생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과 인공물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여야 한다.

Ⅴ.마치면서
건축에는 더 이상 사람이 우선하지 않는다. 건축 심의에서도, 건축 계획에서도 오로지
주차장만 우선 한다. 차량 한 대 구입에서 유지비용 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가?
언제까지 집짓는 건축주에게 주차장을 부담시켜 불법건축물을 짓게 할 것인가?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들라! 마을공공공원을 조성하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그
이용료를 징수하듯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조경시설도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그 곳에서 마을 협동공동체를 회복시켜 함께 담소하고 따뜻한 안부로
인사하는 그런 마을 분위기를 만들자.
음주운전, 운동부족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층간소음, 차량소음, 주차자리 다툼, 장례문제,
보육문제 등 모든 주민갈등의 문제들을 언제까지 cctv 만 증설하여 감시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이 함께 걷는 자랑스런 거리에 더 이상 자동차 엔진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 시민이 행복한 그런 대구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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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 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I. 머리말
대구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체계가 선진화되어야 하고,
승용차 이용이 편리한 교통체계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교통체계의 선진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대구의 입장에서 볼 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적 대도시들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서울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와 교통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확인되어 왔다. 대구의 경우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향상시켜야 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의 교통투자는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도로투자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 왔으며, 도시철도와 버스에 대한 투자는
있었지만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승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였다.

II. 대구의 교통 현실과 과제
대구의 도로교통 소통은 대체로 양호하다. 대구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평상시와 러시아워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의 자동차 통행속도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의 도로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구의 교통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승용차의 교통수단 분담률인데,
대구의 경우 전체 통행량 가운데 승용차의 분담률은 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용량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여전히 승용차의 비중이 큰
것은 도로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승용차의
이용이 매우 편리한 도시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시내에서 통행의
출발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를 설정한 후 통행을 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 통행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승용차의 통행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윤대식, 2014, pp. 232-233).
이러한 대구의 교통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교통체계 구축의 방향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면서 자전거 및 도보 등의
녹색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의 연계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주차단속의 강화와 주차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III.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의 방향
1.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수단을 주교통수단으로 하고 개인교통수단을 보조교통수단으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승체계의 구축이다. 도시철도-버스, 도시철도-택시, 도시철도-승용차,
도시철도-자전거, 도시철도-도보 등의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승시설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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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개발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환승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만큼, 대중교통수단간(버스-도시철도) 환승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승정보의 전달매체도 다양한 방안들(모바일, 모니터, 키오스크 등)이
검토가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윤대식, 2014, pp. 234-235).
특히 환승시설은 다양한 유형이 있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승시설의 유형별로
특성들이 다른 만큼, 적절한 입지에 적절한 유형의 환승시설 공급을 위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표1>환승시설의 유형 및 특성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

구분

•환승주차장, 환승터미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 •지선/간선 및 광역급행
널, 기타 편의시설, 상업
•교통수단간, 특히 자가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버스 등 노선의 종착역
개념
시설 등이 함께 입지한
용승용차와 같은 저용량
주변, 도로 유휴공간(중 에서 환승이 이어질 수
복합환승시설
및
개인교통수단에서 버스,
앙 또는 가로변)을 활용 있는 시설
도시철도의 대용량 교통
특성 •시계 유·출입지점 및
하여 설치한 도심지 대 •BRT 수단의 경우 도심
주요 지역의 철도역/버
수단으로 환승하는 시설
중교통수단간 환승시설 중간터미널 기능 담당
스정류소를 연계
•대규모 Park & Ride
입지 •상업(판매)시설, 업무시 •상업(판매)·업무시설이
•야간박차 가능한 차고지 공간
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없는 순수 도심환승시설
시설
•(역세권 환승주차장)
수단간 •승용차↔BRT
•BRT↔BRT,
환승
버스↔버스
형태 •BRT↔지하철
적용 •사당역 환승센터
(서울시 계획 중)
사례 •죽전환승센터(계획)

•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

•청량리역/여의도역/ 구
•꾸리찌바환승터미널
로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보고타환승터미널
형 대중교통환승센터

자료: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2006. 2.

•환승주차장

•양재역, 복정역 환승주
차장(서울)
•상무역 환승주차장(광주)

2. 녹색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최근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도시들마다 경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도시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은
자전거와 도보이다.
우선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교통수단으로서 접근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별로
자전거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는 도시 내 간선교통수단이 아닌
지선교통수단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교통수단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은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 자전거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대여받아 이용한 후, 원하는 터미널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은 현장 운영인력이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과 편리한 연계가 가능하다.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 도입시 주의할 점은 생활권 중심의 중단거리통행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도시철도, 버스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윤대식, 2014, p. 236).
아울러 도로 다이어트(road diet)의 도입 확대를 통해 보행자교통(도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로 다이어트(road diet)는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도폭은 늘이고 차도폭은 줄이는 것으로, 보행자 우선의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로 다이어트는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버스 등)이 잘 공급되어 있는 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경우 도입이 권장되고 있는데, 벤치마킹 사례로는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본 도쿄 도쿄도청 앞거리, 프랑스 파리 상제리제 거리 등이
있다(윤대식, 2014,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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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D의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를 통해서 가능하다. TOD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역세권에 교통유발시설(예: 백화점, 예식장,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기타
문화시설)을 유치하거나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구시가 야구장
후보지를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앞에 건설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대도시들이 도심재생의 수단으로 각종 문화시설을 도심의
도시철도 역세권에 건설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본다.
이제 대구시도 도시철도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철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구 도심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급상한제를 주요 도시철도역의
역세권으로 확대하여 TOD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세권내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심과 도시철도 역세권에는
노외주차장의 공급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월당
지하주차장(노외주차장)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시장
재임시 도심의 많은 노외주차장을 폐쇄한 후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용차의 도심 유입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윤대식, 2014, p. 237).

4. 주차단속의 강화와 주차요금체계의 개편
대구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부담을 시키면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차단속의 강화를 통해 불법주차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공간영역별(도심과
비도심 간) 주차요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도심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고, 비도심의
경우에도 적절한 주차요금의 부과를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의 주차요금체계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주차요금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도심과 비도심 간 주차요금의 차등화도 다소 미흡한 실정인 만큼,
주차요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V. 맺는 말
대구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의 방향은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와 버스)을 주교통수단으로 하고 개인교통수단을 보조교통수단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간에도 간선교통과 지선교통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승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도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환승체계의
구축을 통해 값싸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를 통해서 가능한 만큼, 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강화와 도시의 공간영역별(도심과 비도심 간) 주차요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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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개조가 시급할 만큼 사회부패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 국가 중 46위를
기록했다. 2009년 180개국 중 39위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OECD 평균 68.6점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위관료, 정치인, 언론사주, 군장성, 기업가 등의
엘리트들이 지연·학연·이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엘리트 카르텔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는 원전비리, 저축은행사태, 동양증권사태,
철도비리,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관피아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를 척결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안이 이미 입법되었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법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엘리트 카르텔을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주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87년 헌법은 독재청산과
대의민주주의 부활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고 3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입헌민주정치를

지속시켜온 공적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주의 원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헌정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권력을 시민
곁으로 이동시키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분권형 개헌으로는 관피아를 척결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만이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며 빠른 길이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하면 국가역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하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를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살릴 수 없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살릴 수 있다. 지방정부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이 되어야 가능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정치시스템이
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의 후진성은 극단적인 대립을 구조화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한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정치인들의 대오각성과 기득권 포기
결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정치 대립을 푸는 것은 정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제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정국 현안에서 한번 밀리면 정권을 유지하거나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팽배하면서 집권여당은 어떻게든 불리한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기
바쁘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그들 역시 잘 알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치권력이 과잉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행위가 정권의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관점에서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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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정치 갈등을 키운 책임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문제삼을 수 있다. 대통령이
소통능력, 공감능력, 통합능력을 가지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대통령으로서 정말 잘 해나가기를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있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근본원인이다. 대통령이 신이면 모를까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중앙관료집단의 두터운 장벽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집권 초반기에
중앙관료집단을 개혁하지 못하면 레임덕에 걸린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신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중앙관료집단의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앙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면 개헌 추진에는 동의하더라도 개헌 내용을
둘러싸고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다.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할 것이고 당내 유력 정치인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개헌무용론을 결과할 것이다.
개헌 논의가 국회주도로 추진되면 개헌 논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전문가그룹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하에서 모든 국가현안과 민생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손에 달린 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지역과 국민 주도로 개헌 논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재,

대표성의 실패로 나타나는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대통합을 이룰 방법이
없다.
이제 개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를 '국민에 의한 정치체제'로
바꾸는 작업에 지역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중앙집권세력에게 더 이상 자기혁신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임을 주권대리인으로부터 다짐받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치권, 정부에 불신을 넘어 체념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잉집중된 권력체제하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권력집중체제로는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없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다툼은 그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권력집중형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권력집중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들러리 세워놓고 과잉집중된 권력은 중앙의
대리인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왔고 개발독재시대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권력집중체제가 재벌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결과했고 서울수도권집중체제를
가져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권력집중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꾼다고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회에도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국회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어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분권형 개헌으로는 대한민국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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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권력분산형 정치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권력분산의 수준을 중앙내에서의
분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방으로의 분산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법률도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록 헌법 개정의 제출권한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말이다.
이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이마저도 누더기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공약 이행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거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 인하와 인상정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횡포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지나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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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규 계명대학교 외래교수 / 한국관광산업연구원장

부가가치가 높은 고 부가서비스 산업으로 관광산업과 컨벤션을 통한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헬스케어와 연관이 되는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제시
구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목표하는 정책방향과 함께 발전하는 동반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고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광산업을 지역의
중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구는 경주, 안동과 인접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에서 소외되는 면이 다소 있었고
섬유도시라는 종래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이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다. 물론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노력의 부족도 있었으며, 투자기업의
유치부족, 재정자립도의 취약에 따른 투자 부족 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침체일로에 있던 대구 관광은 2012년 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된다. 교육적 효과는 물론이고 젊은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이월드,
스파벨리 같은 대구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
유치하는 등의 성공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대구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내외국인을 대구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가 2018년 국내·외 관광객 천만 명을 유치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양한 노하우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천만 명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대구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 관광점유율이 전국에서 2.9%에 그치는 등 타 지역의 관광
선도도시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라
수치상으로는 대구에서 숙박을 하고 가는 외국인 수는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18년 10만 9천여 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2년 20만 3천여
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지역 내의 외국인 소비 증가와는 이어지지 않는다. 대구가
해외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교통, 쇼핑 등에 미흡하다는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여행사에 일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숙박 인센티브로 인해 대구에서는 잠만 자고 다음날 부산, 경주 등지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아져서 관광소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관광객을 대구에 머무르게
해야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대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더 많은 관광객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구 관광을 나선 관광객들은 경주,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부분 아침 일찍 대구 관광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동화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8시라면 동화사 내의 상가는 물론 주변 상가도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이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대구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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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는 대구가 발상지인 육개장, 안지랑 곱창골목 같은 고유한 음식의 활발한
개발과 그에 관한 스토리텔링에 미흡하다. 또한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터와 대구를
방문하는 일본인 99%가 다녀간다는 녹동서원에서도 마땅한 기념품이 없다. 새로운
쇼핑관광업소 확대 발굴과 선호관광코스 스토리텔링 작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근대골목투어의 관광활성화로 <계산예가>의 기념품 판매를 통해 작은 재미를
얻고 있다. 이러한 대구 관광지를 알리는 기념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행사에서
숙박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대구를 방문하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
한 야경 8곳에 선정된 앞산야경과 연계한 안지랑 곱창골목과 같은 대구만의 밤 생활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이다.

외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노인관광
일본에 이어 중국이 인바운드 2위의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실버, 청소년,
인센티브 단체를 주요 타깃 시장으로 설정해서 그에 특화된 상품개발로 유치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작년 2014년 한·중 간 관광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2013년 양국의 관광교류
규모는 약 830만 명으로 양국은 상호 최대 인바운드 시장이 되었다. 여가 위락 휴가 목적의
관광객 증가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노인단체 등 양국 간 교류를 통한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한 중국노인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소개하면, 광주시, 인천시, 강원도가 있을 수 있다.
광주시는 한중노인단체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중국 노인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노인체육협회, 중국민간예술단, 노인잡지사, 각종 동호회 등 중국의 다양한 노인
단체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만 안휘성, 베이징시, 허난성 등 여러
지역과 문화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중국 노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구분

장소

주요행사

500-1000명 이상

빛고을노인타운, 예술의 거리

환영행사, 교류행사, 거리퍼레이드 등

100-500명 이상

빛고을노인타운, 예술의 거리

환영행사, 교류행사, 의료관광서비스 등

구청 노인복지회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관내 체육관 등

교류행사 등
게이트볼 교류, 탁구교류 등

기타교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서예 서화 교류 바둑 교류 등

체험상품

의료관광
전통시장

검진, 치료, 시술등
쇼핑, 먹을거리 등

100명 이내

인천시는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한중 노인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행사는
공연예술, 서예, 체육교류인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문화체험 및 참관수업 등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후베이성 노인 대학 협의회의 대규모 실버문화교류단체를
유치했는데, 전 일정을 인천에서 숙박하는 최초의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상품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춘천에서 <한중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서 중국 산동성을
비롯한 4개 성의 6개 단체 350명의 노인 관광객을 유치했고, 2014년에는 원주에서 상하이
노인협회 350명 회원을 초청해서 강원도 지역 노인들과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령층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광욕구와 문화적 동기를 지닌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층에게 관광은 은퇴 이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요소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노인관광활성화는 첫째 관광객 개인 관점에서
은퇴 후 관광경험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지역관점에서 지역의 분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셋째
국가 관점에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는
민간외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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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층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외국의 노인 단체간의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MICE=대구
2014년 세계 관광인구 10억 명 중 의료관광객이 6천만 명(6%) 정도이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성적은 2013년 기준 관광객수 1217만 명 중 의료관광객수는 21만 명으로
1.7%에 이른다(제6차 한국의료관광포럼 중에서 발췌)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이
2014년 26만 명 유치, 의료관광수입 4,500억 원 이라고 발표한 수치는 2013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했다.
<메디시티 대구>는 대구만의 자체 슬로건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30년 장기 프로젝트와
연계성을 이루어 함께 발전시키고자 진행 중에 있다. 대구의 메디시티 사업 중, 수성구도
지역연계 사업으로 2013년 <한방의료관광 휴(休)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2015년 까지
40억을 지원받아 수성구의 한방의료와 달성군의 휴양, 청도군의 문화체험 연계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지정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의료관광 지원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를 찾은 환자는 2012년 7117명에서 2013년 7298명, 2014년 9871명으로 35.3%
증가했다. 이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0%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대구를 찾는 해외 환자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14개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의료관광단 3,200명을 모집해서 성형 피부 시술을 받고 대구 관광을 하는 대규모
의료관광단을 유치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 한다.
의료관광객 증가의 파급효과가 병원 주변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인근 상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3박 중 2박을 대구에서 체류하여 동화사, 동성로 일대를 관광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MICE산업과 의료관광 분야도 간과할 수 없다. MICE 산업의 파급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서 대규모 국제행사 하나만 유치해도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관광객
유치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2015 물 포럼 기간 동안 의료관광부스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 130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의료관광은 크게 보면 MICE산업 분야의 한 부분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의료관광은 혼란 상태에 이르렀고 MICE 산업도 각 지자체에서 컨벤션을
설립하고 있지만, 인프라에 맞는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큰
국제행사 유치 여하에 따라 이 분야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내다본다.
물론, 의료관광을 통해 국제회의 참관객 방문을 극대화 시킨다면 대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료관광에서 더욱 더 성공적인 결실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재방문으로까지 연결
되게 하는 열쇠는 바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이다. 현지어와 문화에 익숙한 다문화인들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의료관광객 증가에 따라 속속 생겨나는 새로운 일거리를 반기고
있다. 국제의료관광사업 활성화가 다문화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대구의료통역지원센터,
대구서비스교육센터,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계명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등 여러 곳에서
통역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배출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렵게 배출한 통역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청이나
의료관관진흥원을 통해 이를 통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병원이나
지자체에서는 통역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막상 코디네이터를 공부한 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예산을 받아서 무조건 양성만 시켜서 배출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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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가면 바다를 봐야하고, 경주에 가면 다양한 옛터를 봐야한다고 한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구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지역에는 아직 발굴해내지 못한 관광 콘텐츠가 많은 만큼 직접 현장에서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구에는 다양한 음식 테마 거리가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에 선정된 안지랑 막창골목을 비롯해서 내당동 반고개 무침회골목, 들안길
먹거리 타운, 2015년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등이 있다. 그리고 약령시의 체험거리, 동화사 사찰음식 체험관, 백안동 한과 체험관 등
다양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음식은 단지 맵기만 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뿐이다. 대구 10미(10味)를 활용해서 이러한 편향된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또한, 대구 관광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서는 인터넷 및 SNS의 활성화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동성로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동성로를 방문한 수기에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고 알려준 것도 온라인을 통해서이다. 대구관광
페이스북에 독특한 대구사투리 사전을 발행해서 대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신선한
콘텐츠일 수 있다.
대구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내외국인들에게, 메디시티 대구 홍보를 위한
<대구의료관광 SNS 홍보단 M-BASSADOR>,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가하고 있는 <대구관광
제멋대로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구의 숨은 관광 자원 발굴 나아가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에 앞장 설 <대구관광 서포터즈들>, <외국인 홍보위원들의 블로그 홍보> 를 통한
블로그와 포털사이트의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콘텐츠 인프라, 관광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등이 개선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색다른 대구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생동감 있고 살아 숨 쉬는 도시 이미지로의 도약과 이를
위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기대해 본다.

대구의 대표음식

대구 10味
따로국밥 육개장

동인동 찜갈비

막창·곱창구이

생고기(뭉티기)

복어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논메기매운탕

야끼(볶음)우동

납작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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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봉 기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석좌교수

I. 문제의 소재
지방자치제도는 국정의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지역사회의 주민생활 속에 실천하고
정착시키려는 데 그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를 온전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지방자치제도는 한 국가가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이후, 그 경제적 부를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선진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를 민주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수준의 경제적 부를 이룩한 나라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도는 그러한
부를 국민사회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민주적 분배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수십년 동안 국민과 정부가 어렵게
축적한 경제적 부를 소수의 계층과 일부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부의 공정한 분배가 국정운영의 주요 정치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금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특정한 소수가 독과점하고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의 분배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참여자가 공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특정계층의 소수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하게 된다면

공정분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발전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어버릴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국가적 부의 공정한 분배장치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적 정치행정참여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방의회제도이며, 지방의회제도가 민주적으로 정립되고 합리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국가선진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의회제도의 민주적 정립과 합리적
기능확충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제도와 지금과 같은 지방의회제도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적 분배장치를 마련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통치엘리트와
언론으로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제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관련 법령
지방자치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자치구역)과 그 속의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공공문제는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범한 지역 속의 많은 주민들이 직접 공공문제를 처리 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대표(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신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자치단체장(집행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이름뿐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위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통제·규제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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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라는 대통령 영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통제하고 있다. 그나마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전문위원들의 손을 거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담고 언론의 비판까지 포함시켜 제정하므로
국민적 대표성을 갖지만, 대통령 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당 정부부처의 실무공무원들이
만들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민들에게 실시하는 행정입법이므로 국민적 권한을 다수
침해할 수 있다. 정부의 수많은 대통령 영을 실제 대통령이 알고 있거나 고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내통하여 만든 지방자치법과
행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대통령 영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만든 제도가 대부분 비자치적·비민주적이며, 중앙집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어서
이들이 오히려 자치발전을 제약하고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난 24년 동안 많은 지방자치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논문에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정부와 언론이 외면했던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중앙집권적이고, 지방통제적 자치제도의 문제점이다. 자치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 지방자치를 방해하고 자율과 자치를
규제하는 내용들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고,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변화에
무지한 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활동을 전반적이고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둘째 법률내용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것이어서 지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르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과
관습도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지방자치제도를 수중에 장악하여 지역사회를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행정부의 전국적 획일적 통치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당과 국회가
지방자치제도를 장악하여 행정부보다 더 나쁘게 지방자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악용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임의대로 공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정당이 지역사회를 장악하여 지방자치는커녕 마치 중세의 영주제도와 유사하게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이 실제 그 지역사회를 통치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정당에게 국정을 맡겼지만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힘을 엎고 지역을 장악하여 자치발전을
역행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광역단체장을 다선국회의원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점거하여 지역사회가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넷째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잘못되어 있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
한정된 지방자치권이지만 그나마 대부분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고, 이는 마치
개발연대의 행정부중심국가처럼 지방정부는 집행부 독주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자치이고 누굴 위한 자치인지 그
이념이나 가치는 물론 현대적 경향이나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권이 지나치게 빈약하여 사실상 자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권을 구성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모두 상위
법령에 규제되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련 법령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면서 무엇으로
자치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단
하나도 분권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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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할 수 없게 왜곡시켜 놓은 한국의 지방의회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핵(핵)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제도의 내용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발전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없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제도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란 바로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지역일꾼들이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어렵게 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당선된 지방의원들에게
정당한 신분보장과 대우를 하지 않아 지방의회제도의 토대부터 흔들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는 급여도 주지 않고, 보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4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지방의회제도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첫째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제도부터 잘못되어 있다.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들에 대해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강요함으로써 정당인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나서기 어렵게 제도를 왜곡시켜 놓았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정당에 의해 조작되는 중앙선거로 변질시켰고, 지방의원선거보다는
자치단체장선거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무투표당선제도를 인정하여 주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주민대표로 인정하는 잘못된 법률을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제도가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은 동등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도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에게 자치제도의 많은 비중을 두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선임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부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건강한 자치발전을 해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규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과 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중심의 자치제도는 많은
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자치행정의 독선과 독주를 유인하여 소위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는
비난을 받게 하였다. 이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주민들도 자치단체장만 바라보고 그에게
기대와 원망만 쏟아 부을 뿐 스스로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을 왜곡·차별하고 있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들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이며, 이들에게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현행제도
하에서는 지방의원들만 제외하고 모두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는 법령에 정해진 대우와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초기 지방자치법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지금의 제33조를 삽입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을 왜곡하고 대우를 차별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게는 비용(의정활동비)과 수당(월정수당)만 지급할 뿐 급여(본봉)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비용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눈을
감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조직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왜곡하고 불합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의정기능을 침체시키고 지방자치발전을 침해하여 결국 국가발전을 해치고 있다.
지방의회는 자신의 사무기구를 자신들이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견제해야 할
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고 있다. 자기기관을 자신이 구성하지 못하고 자기직원들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장교는 아군으로 하고 병사들은
적군의 병사들을 밀려와서 적군들과 싸우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다.
자기조직(지방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른 기관의 장(자치단체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철면피같은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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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이를 고집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각종 의결권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간섭과 통제(재의요구권과 제소요구권)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시비를
건다거나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행정자치부와 그 장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장은 법률제정자가 국가와 정부도
구분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시대변화를 알지 못한 지적 장애인이 아니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잘못된 규정이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정부(행정자치부와
국회)란 결국 국민들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고 있는 정부일 것이다.

IV.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제도의 개혁과 선진화 방안
1. 비자치적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적 개편
첫째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지역사회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장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지역사회 없는 국가란
없다. 지역주민 없는 국민도 없다. 정치인들이나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은 잘못된 제도로 더
이상 지역과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지구촌사회가 대부분 국가보다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국가운운하며 지방을 경시하는
중앙정부 엘리트들의 무지는 시급히 치유되어여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가의
지도감독이란 말인가? 누가 국가이고 누가 지도하고 감독한단 말인가? 가지와
열매(중앙정부와 엘리트들)가 뿌리(지역사회와 주민들)를 알지 못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하여 지역사회의 자율과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근래 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의 고시출신자들과 장차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고 있다. 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는가? 왜 지역사회는 방치되고 있는가?
지방자치제도를 왜곡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왜 죽어 있는가? 한국의 언론은
왜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왜곡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천국 그리고
이상 힘 있는 자들의 천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은
국민위에 군림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의 모든 규정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거나 선택의 여지를 두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법률로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선거한다"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여러 방법 중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혹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로
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왜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을 통제하고 있는 대통령 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영은 해당 중앙부처의 실무 공무원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 문제가 많은
행정입법이다. 대통령 영으로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과 직급, 기구 수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 영은 바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왜
행정자치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 왜 무슨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국과의 수를 통제하고 직급을 규제하는가? 그 기준과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았는가? 이제 지역사회도 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지방공무원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지금이 계엄령상황도 아니고 유신시절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법령으로
통제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자치에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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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더 이상 규제와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반드시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이 이유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2. 비민주적 지방의회제도의 민주적 개편
첫째 정당은 더 이상 지방자치제도를 그들의 권력유지 기반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유능인재가
자연스럽게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줬으면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제도를 악용하여 주민들을 배신해서야
되겠는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지방자치제도를 왜곡시키거나 악용 혹은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관련 시행령 들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의 제도로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부터 시정해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과 지방의원들을 기만하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에게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의회에게 돌려줘야 한다. 의회전문위원과 연구인력 그리고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돌려줘야 한다. 법령은 상식의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상식을 밑돌고 있는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위상을
저해한다. 상임위원회의 설치나 사무기구의 명칭 등도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왜
시와 자치구는 사무국인데 군은 사무과인가? 무슨 기준으로 누가 정했는가?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권도 부여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오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부여 등 행정사무감사기구도 지방의회로
이관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의 각종 의결권과 조례제정권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조례의 실효를 확보할 수 없다. 왜 선거에서
당선된 주민대표가 제정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데 벌칙을 제정할 수 없는가? 초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의회에 한해 징역 3월까지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한 법률규정을
현행 지방자치법 20조로 개정한 행정자치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지방의원의 정수를 중앙정부가 임의로 확정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는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고집하는 사람도 찾아내어 공개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최소정수를 상향조정하고 최대정수는 낮춰야 한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법령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만을 제시하고 실제 정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에 관한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V. 결어
행정자치부와 국회행정자치위원회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시급히 개선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 몇 개의 법조항만을 개정하거나 통과시켜서도 안된다. 지구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자치제도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우리의 다수
통치엘리트의 의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공부만 잘하면, 고시만 합격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매사 국가가 우선이고 지방은 나중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움직임도 파악하지 못하고
일류국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엘리트들이 너무 많다. 국민과
지역사회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이비엘리트들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엘리트들이 과연 이 나라의 엘리트들인지 의심스럽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료나
정치인 심지어 학자들까지 혼은 빼놓고 몸뚱이만 움직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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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산업의 특징
'물을 물로 보다 물먹는다'. 2010년 10월 중앙일간지 경제면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본 기사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물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재화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물산업의 학술적 정의는 '물의 전주기 (Water Cycle)에서 물을 대상으로 한 산업
활동'으로 명확하다. 즉, 물산업의 밸류체인은 제조-건설-서비스 부문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물산업을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며, 민간부문이
제조·건설 등 연관산업을 지원하는 이원적인 물산업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발표된 '물산업 육성전략'은 최근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환경부 주도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 형체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국의 물산업 전문 조사기관인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는 2025년 세계
물산업 규모를 8,65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15 물산업 실태와 사업전망). 물산업에
대한 GWI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차지하더라도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유로 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수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싱가폴, 이스라엘 등)의
경우에는 물안보 차원에서, 물관련 핵심 기술 보유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산업 시장 규모는 25조±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윤주환, 2014), 정확한 수치는 향후
물산업 통계가 구축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는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대략 11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GWI 조사에 의하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1,070억 달러), 일본 (590억 달러), 중국 (470억 달러) 순으로 아시아권 국가가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GWI, 2010).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 물산업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물산업의 연간성장률이 6.3%로 타 산업대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국내 물산업의 해외 경쟁력이 얼마나 빈약한 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은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지역별, 분야별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113억 달러의 물산업 해외 수주
실적 중에서 해수담수화 시설부문이 66.7%인 75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수주 실적이 없었던
2개년도 (2002년, 2009년)를 제외하고는 해수담수화 부문의 수주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편향과 사업 분야의 편향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유대환, 2015).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합을 통해 소재 개발, 공급, 시공, 운영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한
대부분의 물기업들이 건설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사업보다는
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 인해 시장확대 및 수익률 향상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대환, 2015).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물산업 기술력
확대와 수출 지원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물산업 구조 타파를 위해 정부주도의 물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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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건설과 운영 중심의 과거 물산업을 핵심기술과
부품·소재·장치 중심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받을만한 사업이라 하겠다.

3. 산업클러스터 고유 기능 관점에서 물산업클러스터의 역할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 기업 집적단지, 물산업진흥센터, 물 관련 신기술 개발·적용 및
기술 인·검증을 위한 실증화 단지 (Test-bed)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 집적단지
조성면적은 481,070㎡로서 물산업클러스터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한다. 이는
물산업클러스터에서 관련 기업의 유치가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클러스터의 기본 목적은 연관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지역에 근접하여
모임으로써 개별 기업의 단순 합을 넘는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복득규 외,
2002).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핀란드의 울루클러스터 등은
이러한 클러스터의 근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이 집적화되어 선의의
경쟁구도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필수요소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클러스터가 조성된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이다. 스웨덴의
시스타 산업클러스터를 예로 들면 중앙정부와 스톡홀름시가 이사로 참여하는
기업지원센터인 일렉트룸 (Electrum)을 설립하여 대기업인 에릭슨과 함께 클러스터
참여기업에 지속적인 비전제시자 (Vision Provid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클러스터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기업들과 근거리에서
항상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조성될 물산업클러스터
역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대구광역시가 물산업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비전제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서 비전제시라 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유망 선도기술 제시, R&D 지원 방향 제시,
사업화 방향 및 수요처 발굴 방향 제시 등이 될 수 있다. 둘째,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싱가폴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청 (EDB)를
통해 2006년부터 약 7억 싱가폴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폴 연구재단
(NRF)를 통해 물산업 분야 R&D 자금으로 약 4억 7천만 싱가폴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Hyflux 와 같은 세계적 물기업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된 국내 물산업기업 통계조사 결과, 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로서 '사업 또는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택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방안으로서 엔젤투자 매칭펀드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인프라
펀드 및 Asia Water Fund (AWF) 활용, 각종 해외 사업에 필요한 금융보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보·지식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클러스터 내·외부에
구축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기업과 개인 간에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테에
도움을 주고 혁신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치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기업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업계의 비밀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사적인 의사소통, 합작 프로젝트, 연구 단체와 대학 간의
공통된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해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공존한다 (복득규 외, 2002).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늘 혁신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클러스터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미니클러스터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국가산단 23개에 총 73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분야별로 기업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참여하여 미래유망기술 발굴,
기술개발 및 사업 정보공유, 소셜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에도 이러한 기업 중심의 네트워킹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다행히 최근
들어 '물산업 창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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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외부 기관 간의 밀접한 네트워킹 기반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기업중심의 네트워킹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국내 기업의 물산업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종종 보고된다.
특히 증류식 해수담수화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이 분야에서 두산중공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의 재이용이나 담수화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분야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케미칼, 에코니티 등이 국내 기업으로는
돋보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분야에서는 내세울만한 기술이 있지만
시공, 운영, 관리 영역과 파이낸싱 능력이 결합된 종합 서비스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해외 종합 서비스 분야는 이미 베올리아, 수에즈, Siemens, GE 등의 다국적
물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터라 국내 기업이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종합 서비스 또는 운영·관리 등의 토탈솔루션 분야를
제쳐 놓기에는 해당 분야의 영업이익률이 너무나도 크다. 일례로 해외 물산업 시장에서
상하수도 등의 건설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5%에 불과한 반면, 운영·관리 부분의
수익성은 9~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현숙, 2010). 해외 물산업의 운영·관리
시장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운영·관리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실적을 갖춘 민간기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2007년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하여 하수, 폐수,
축산분뇨 처리장 등 70여 곳이 넘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운영·관리 실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를 기업주도로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운영·관리 실적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외 물산업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PPP란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일컫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운영·관리
실적과 민간부문의 부품·소재·장치·건설 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앙정부(총무성)가 수자원 관련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상하수도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실적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 상사, 히타치 중공업, 도레이, 호리바, 수도기공 등 34개의 일본
민간기업은 2008년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를 설립하여 '제 3섹터 방식' 또는
'지자체와의 직접 제휴 방식' 등을 통해 실적을 공유하고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해 이러한 PPP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물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해외진출 확대 및 한국 물산업 협의체 구축방안 연구」(윤주환, 2014)에서도 PPP 방식의
협의체 구성이 해외 물시장 진출의 최적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PPP 협의체 구성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클러스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5.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기술 인·검증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실증화 시설 (Test-Bed)는 총 면적 80.961㎡로
기업집적단지 다음으로 많은 13%의 부지를 차지한다. 실증화 시설은 말 그대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 실증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실증화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 검증을 받을 경우 환경부 훈령에 따라 상수도
관련 시설·공정·장치 등은 검증 용량의 최대 10배까지, 하수도 관련 시설·공정·장치
등은 최대 100배까지 국내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듯 실증화 시설은 물관련 기술의
인·검증을 위한 장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펌프, 유량계, 밸브, 멤브레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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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이미 상하수도협회 (KWWA)를 통한 인증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환경신기술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를 통한 검증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물산업클러스터에서 별도의 인·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업무의 중복성마저 거론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실증화 시설을 통한 인·검증 체계는
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원을 설립하여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업무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현장 인·검증 서비스 (on-site
certification & validation service)로 인해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물산업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로 인해 많은
민간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물산업 시장 진출 규모는 총 7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이 중 중동이
2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26.1%, 중남미와 동유럽이
17.5%, 동남아가 16.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과거 중동지역에
편중되었던 해외 물산업 시장 구도가 깨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진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물산업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진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Title 22 인증을 받은 에코니티와 부강테크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물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없이 기업이 단독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수고를
해 왔다면 향후에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ISO-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alidation) 프로그램의 IWG (International Working
Group)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환경산업기술원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SO-ETV는 캐나다 주도하에 국제 환경기술 상호 인·검증 프로토콜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ISO-ETV가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 주도로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을 활용한 ISO-ETV 체계가 구축된다면 많은 민간기업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언
대구시에 조성되는 물산업클러스터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백년대계가 담겨 있는
환경산업의 희망이다. 따라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이
후방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물산업의 메카로 차근차근 키워나가야 한다. 단기간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무분별한 기업 입주 유도나 체계적 전략수립을 배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이제는 핵심 콘텐츠에 대한 발전적 연구와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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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전 대구광역시 의원

전국적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대구의 기업중 99%이상이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타기업이나 월드클래스 300, 쉬메릭, 실라리안 등의 정책들도 이들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도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역량을 높여줌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일부 전문연들이 채용, 용역입찰, 보조금 집행 등의 도덕성
문제와 정책부재, 예산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부각됨으로서 중소기업 혁신지원에 앞서
내부혁신부터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렇다 보니 전문연에 대한 전반적인
정체성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연례행사로 불거지는 이슈들이라 어쩌면 전문연이나 지원기관 조차도 둔감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보다는 현재에서
미래로의 방향을 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먼저 이러한 몇가지 원인을 보면 전문연은 내부적으로 감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없는데다 통제기능도 미비하다. 그렇다 보니 근무기강, 직무전념도, 고용효율, 사업시행
등에 도덕적 해이가 심한데다 정책집행, 직원채용 등에 대해 외부청탁과 간섭이 심하다.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정책집행과 감시를 통해 그나마 전문연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
마저도 일부 이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당연직 이사들은 수시로 부하직원을 이사회에 대리로
참석시키는 등 소극적 참여로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전문연의 태생적 한계도 문제이다. 연구원 대부분이 과제수주에 얽매여 고유미션인
중소기업지원에 애로가 있고 제도적 제약 등으로 자체성장기반이 취약하다. 소형과제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과제만으로는 전문연 자체 경영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지정된
간접비 고시율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다수
전문연들이 간접비산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시급하다. 일반법보다 낮은 단계의 자체규정 및 운영지침들로 인해
행정 난맥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연이 이사회,
원장, 연구원의 인적요소와 정관, 규정, 운영지침 등 정책과 제도들이 건강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15개 전문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특성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One-stop 개방형 사업화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통합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등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점만을 반복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전문연들이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산업현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방향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기업, 전문연, 지원기관, 승인기관, 지역언론들이
모여서 제도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토론의 장을 한번 쯤 가져보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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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일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장

치킨의 역사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은 대중적인 음식인 닭고기가 옛날에는 백년손님인 사위에게 대접할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보도된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 닭고기는 종교나 문화에 상관없이 소비되는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톤 정도가 유통되며, 지구상에는 소, 돼지, 개, 고양이,
심지어 쥐까지 더한 숫자보다 닭이 더 많아 인구 1명당 3마리 꼴로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닭고기에는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는 라이신과 트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도
함유하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숙이 닭요리의 전부였던 시대에, 1960년 "명동 영양센터"라는 업소가 서울 명동에 문을
열고, 전열기를 이용하여 닭을 구워 기름을 쫙 뺀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면서부터
통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닭 한 마리를 토막내지 않고 통째로 전기에 구워 누런 봉투에 담아 판매되었던 통닭은
당시 최고의 인기메뉴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업소가 생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통닭이라는 용어 대신 지금의 튀김 닭요리를 뜻하는 "치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페리카나가 양념치킨을 처음 선보이면서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튀긴
닭에 매콤달콤한 맛의 양념소스를 버무려 만든 양념치킨은 통닭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해 치킨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이 후, 멕시카나, 교촌 등 토종 치킨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치킨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치킨이 짜장면을 제치고 배달음식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양념치킨을 처음 선 보인 페리카나와 양념치킨의 대중화에 앞장 선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그리고 간장치킨을 처음 개발한 교촌이 지역 브랜드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84년, 미국 남부식 치킨을 표방한 KFC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국내 치킨산업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프랜차이즈 산업도 급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치킨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의 치킨역사
국내 치킨시장의 춘추전국시대였던 1980년대 우리나라 닭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이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1분기 전국적으로 524천가구에 47,348천마리의
닭을 사육하였으며, 2015년 1분기 현재는 3,065가구에 163,017천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어 사육 가구수는 99%정도 감소했지만 사육 마리수는 오히려 244% 증가하여
양계농가들이 상당히 전문화, 기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1983년 1분기의 대구·경북 닭 사육현황은 전국의 15.7%인 61천가구에
7,441천마리로 당시 우리 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2위의 닭 사육 지역이었다.
2015년 1분기 현재는 422가구에 23,103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사육 마리수는 1983년
대비 201%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국적 비율은 1.5% 감소한 14.2%로 경기도, 충남,
전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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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구

분

1983년 1/4분기

2015년 1/4분기

동기대비

(마리수 증감)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524,656

47,348,635

3,065

163,016,849

244%

대구·경북

61,189

7,441,163

422

23,102,791

210%

전국대비

11.7%

15.7%

13.7%

14.2%

1.5%

전

국

(출처 : 통계청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대구·경북은 80년대 초반, 전국 규모의 신기 부화장 1개소와 도계장 4개소가 대구에
있을 정도로 전국 2위의 닭 사육규모를 자랑하며 양계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러한 발달된 양계산업과 원활한 원료육 공급 등을 잇점으로 일찍부터 페리카나와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교촌과 같은 전국적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난히 더운 대구 날씨와 내륙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닭고기 소비가 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킨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시작
2013년, 치맥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한다고 했을 때 안전사고를 염려하며 축제가 제대로나
개최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다. 술이 축제의 소재가 되었으니 술취한 취객들로
행사장이 난장판이 되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걱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두류공원에서 제1회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무덥기로 소문난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은 치킨과 맥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였고, 뜨거운 참여열기 덕분에 행사기간 4일

동안 무려 27만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해 단일 행사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2013년 제1회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성공은 2014년 2회 행사로 이어져 전년 보다 2배가
넘는 62만명이 두류공원을 방문하였다. 2년의 짧은 기간동안 누적 관람객 89만명을 기록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단번에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치맥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희 시의장님과 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남을 배려한 공연관람 문화를
보여준 대구시민들과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드린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의 발전방향
치맥페스티벌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행사성 축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치맥페스티벌이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치맥페스티벌의 성공을 발판으로 식품제조, 체험, 관광 등 산업과 문화가 접목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치킨과 막창 등 유명 프랜차이즈의 발생지인 대구를 식품산업
명품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진행되고 있으며 11월경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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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맥페스티벌의 행사가 끝나도 1년내내 치맥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치맥거리』
도 조성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치맥페스티벌이 시민축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는 축제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도 잊혀져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치킨관련 업종뿐 아니라 문화, 예술,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올해 행사를 위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심있는 시민들과 대학생들도 참여시켜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찬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평가와 체계적 관리로 세계적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시즌별
통합·연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한편, 축제간 시스템 구축과 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축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지역의 각종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발국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육성·발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으로 대구시
축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서
대구시의 경제, 문화, 산업 등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이러한 체계적 관리와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세계적
브랜드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치맥페스티벌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엔터테이먼트적 요소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시는 2015년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지역 축제에서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세계적 브랜드 축제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16집 의회보

안 용 모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Ⅰ. 흉물 걱정 뚫은 하늘열차 '명물'의 탄생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한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 지난 4월 23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 어린이회관역 광장에서 개통되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신교통시스템인 모노레일 '하늘열차(Sky Rail)'는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우수한 성능의 친환경 경전철 시스템으로 완전 무인자동운전이 가능하고 안전성,
도시환경과의 조화, 사생활보호, 교통약자 배려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맞춤형으로
건설되었다.
기존의 지하철과는 달리 도심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편의성으로 인하여 주말엔
가족단위의 승객이 많이 찾는 새로운 여가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템인 '로보카폴리' 열차는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도시의 미관도 크게 바꿨다.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땅속에 묻어
어지럽게 얽힌 도로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였으며, 도로 폭원이 협소한 달성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3호선을 따라 도로 주변 상가의 간판과 건물옥상을
정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파트 벽면에 벽화를 그리거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각
미관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 했다.

< 옥상공원 조성 >

< 교각 디자인 >

2009년 공사를 시작한 뒤부터 흉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모노레일을 직접 체험해본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음에 따라 경관저해, 안전성 등 그간의
각종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대구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지역 대표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전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도시철도 시스템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시금석으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Ⅱ. 건설개요
3호선 모노레일은 북구 칠곡과 수성구 범물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시민들의 도심지
접근성이 취약하여 남북 방향축 대량의 교통수요 해결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3호선은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칠곡에서 도심을 경유하여 인구 11만명의
수성구 지산·범물동까지 정거장 30개소, 23.95㎞구간을 운행한다. 그 건설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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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노선도 >

< 모노레일 구암 정거장 >

•노선 :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 연장 23.95㎞, 정거장 30개소
-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
•소요시간 : 편도 48분 30초
•사 업 비 : 1조 4,913억 원(국비60%)
•사업기간 : 2006~2015년
•차량형식 : 과좌식 모노레일
•차량편성 : 3량/1편성(총 28편성)
•차량정원 : 265명/편성(좌석 89명)
•운전시격 : 출퇴근시 5분, 평시 7분
•차량속도 : 70㎞/h 이상 운행

< 모노레일 하늘열차 >
주요 건설현황은 본체 구조물인 교각은 692개를 설치하였으며, 고가 구조물 PSC
궤도빔은 세계 최장 30m로 제작하여 교각간의 개방감을 확보 하였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을 강화 하였다.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등 사거리에는 경간 길이가 긴(60~70m)강 궤도빔을 설치하였고,
PSC궤도빔 1,316본(직선 951, 곡선 365)을 제작하여 175ton을 운반할 수 있는 바퀴가
130개나 되는 특수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교통량이 적은 야간 새벽시간대에 운반 거치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3호선 전구간은 고가로 인한 경관성을 고려하여 하천구간을 제외한 북구 팔달교에서
수성구 관계삼거리간 한전, 통신 가공선로 12.7km를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3호선 모노레일은 도심지 통과에 따른 교각 미관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 조성, 교각에는 코팅, 식물식재, 그래픽, 래핑 등을
하였다.

Ⅲ.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첨단 모노레일
모노레일은 현재 14개국 48개 노선에서 주요 도시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유례없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 경전철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신공법, 신기술이 도입된 3호선 모노레일은 상판이 없는 빔 구조로
상부가 뚫려있어 다른 경전철에 비해 개방감과 일조권이 우수하며 구조물이 슬림하여
도심여건에 적합한데다 교각간의 표준경간장이 30m로서 일본(22m), 중국(25m)보다 길어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야간경관조명을 금호강·신천의
특수교량과 정거장 등에 적용하였다.

< 출입문 개방 (후속열차로 대피) >

< 스파이럴 슈트 시연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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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주요장치는 비상시 차량에서 지상으로 직접 대피하기
위하여 나선형 슈트를 펼치면 미끄럼 통로가 형성되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스파이럴
슈트와 비상문이 편성 당 4개소씩 설치되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지상으로 탈출이
곤란한 금호강과 신천 교량구간에는 양측에 대피통로를 설치해 놓았다.
차량 내 모든 내장재는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영국화재표준규격
(BS6853 1a)에 합격한 불연재를 적용했기 때문에 화재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화가 가능한 물분무형(Water Mist식) 고성능
자동소화설비가 국내 최초로 차량마다 설치되어 유류·전기·일반화재 등 모든 화재상황에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연기 및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배기 팬이 차량 당 6개씩 설치되어
승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초속 70m의 강풍과 진도 6.5(내진 1등급)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강설과 결빙 조건에서도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설기와
모래살포기, 친환경 융설제 등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고, 교각은 43톤 트럭이 시속 100㎞로
충돌 시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노선 주변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할 때는 창문 흐림
장치(측창유리에 액정필름 삽입)를 가동하는데, 세계 최초의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 넓어진 차창과 의자 >

< 창문 흐림 장치 가동 >

주민과 승객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3호선 모노레일은 완전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지만, 기관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이 열차에 탑승하여 승객안내 및 질서유지, 비상장비 작동 등을 전담하므로
유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되었다.
특히 1·2호선과 지하 정거장에서 지상 정거장으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토록 승강설비를 완비한 점과 동선길이를 80M 이내로 하였다. 모든
역사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노선 주변에 새로 설치한 환승주차장은 3호선
이용권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Ⅳ.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3호선 하늘열차 Sky Rail
안전성, 쾌적성, 미관성은 물론 사생활 보호와 교통약자 배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경전철이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지난해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모노레일 총회에 이어 금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철도이벤트에 초청되어 철도전문가들로부터 모노레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경전철을 계획 중인 국내외 도시들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러시아·중국·태국 등 외국 기술자 방문객도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시민과 기술자들의 힘을 모아
하늘열차를 만들어 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모습과 소식을 언론이 앞 다투어 다루고 있다. 이미 하늘열차와 연계한
'먹방투어', '스템프투어'등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서문시장도 세계명품시장으로 거듭나려 꿈틀거리고 있다. 하늘열차 이용승객이 몇명을
돌파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 개통과 함께 대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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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이 지자체마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대구 3호선만큼은
반드시 보물단지로 탄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외자료 분석과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Ⅴ. 기대효과와 개선사항
이번 3호선 모노레일의 개통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 속에 승용차로 70분 이상
걸리던 칠곡~범물 간 이동시간이 48분대로 단축되었으며,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또한
8%에서 12%대로 오르는 등 대중교통의 본격적인 다변화시대 개막과 함께 대구의
교통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도 시내버스와 3호선 중복노선 조정, 도시철도역 비역세권 마을버스 운영 등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이용 승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3호선이 관광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오픈탑 2층 버스와 근대골목길과
김광석길 그리고 수성못과 달성공원 등 향후 단계별 연장사업과 수요창출방안,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개발 등 부대사업은 물론 안전한 운행과 장애가 없는 도시철도가 운영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노레일은 애용
시민들의 영감 속에서 끝없는 알레고리를 만들어내는 상징성에 버금가는 공간이 되어가야
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교통수단을 넘어서 로맨틱한 감성을 일깨우며 달리는 노란
하늘열차의 서정적인 꿈의 열차로 그려지길 바램해 본다. 대구의 하늘열차는 문명과 기술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고도 남는 최첨단 친환경 모노레일이라는 것을 대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구에 태어난 불후의 명작 모노레일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하고 싶다.

Ⅳ. 맺음말
6년간의 공사기간 중 고가로 인한 안전성과 경관문제에 대해서 만난 잊지 못할 풍경은
이제 혼자만의 열렬하고 벅찬 기록으로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가고 있다.
모노레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넘어서 선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보다 더
안전하고 멋진 방안은 없는지? 정말 고가구조에는 정답이 없는 것일까? 하고 주야로 가슴과
머리에 담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고민해 왔다. 그래서 모노레일은 삶 자체이자 친구이며,
이걸 떼어내면 내 삶에 남는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매달려 왔다.
그래서 3가지로 쉽게 요약을 했다. 먼저 지하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에서는
세계최고로 안전하게 세계 어느 도시철도보다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설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 다음은 도심의 경관을 고려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슬림하게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어 실행하고자 했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이용시민들의 편의성과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어야 하는 어려움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늘열차라는 모노레일은 미래를 향한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제 하늘열차를
타고 대구의 상상이 내달릴 차례다. 우리 기술의 자부심과 대구의 매력과 잠재력을 싣고
마음껏 달리도록 하자.
지구촌 모두는 하늘열차 모노레일을 타러 대구로 달려와서 서문시장, 달성공원을 보고
행복한 가족나들이로 수성못과 칠곡의 운암지와 서리못 그리고 근대골목길과 김광석 길을
다녀오길 추천해 본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준 우리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예의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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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 화 시인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경제환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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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태 경북매일 부장

제7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일년 간 전체적으로 역동적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회기 중은 물론이고 비회기 중에도 현장확인을 통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일일이 사실 확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제7대 시의회 당선자가 발표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난해 6ㆍ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원은 선출직 당선자 27명과 비례대표 3명 등
전체의원 30명이다.
이 중 박사학위 소유자는 5명, 박사과정 1명, 석사 취득자 10명, 석사과정 수료 및 재학
중이 3명, 기타 2명이다. 평균 연령은 54세, 5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8명,
40대가 4명, 30대가 2명 등의 순이다.
특히 과거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초선 시의원 16명 중에서 기초의회에서 진출한 당선자가
9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6명은 구의회 의장, 나머지 3명은 부의장을 각각 지내
실질적으로는 무늬만 초선인 시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점치게 했다.
결국, 초선 의원이 의회직 전체 9자리 중에서 5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의회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이 등장하는
등 여성 당선자 6명도 대구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이상은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성 시의원의 의회직 진출은 과거 의장(6대 김화자 의원)과 부의장(3대 백명희 의원, 4대
김화자 의원), 상임위원장(5대 박부희 의원, 6대 신현자 의원)을 지낸 적은 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한꺼번에 장악한 것은 제7대 대구시의회가 처음이다.
이로 인해 당선초 '여성'과 '초선'의원의 입김이 세어 질 것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초선 의원들이 시의회 운영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
심지어 재선 의원과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연장자 우선'이라는 시의회
선거조례에 따라 경제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환 의원도 초선으로 투표 당일인 3일
아침에서야 출사표를 던져 당선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낳았다.
문화복지위원장 선거에 나선 김재관 의원도 재선의 이재화 의원에게 아깝게 졌지만, 역시
불과 투표 하루 전에 출마선언을 한 초선의원으로서 전체 30명의 시의원 중 11명이 지지해
상당히 많은 표를 획득했다.
이는 50%가 넘는 초선 의원들 간의 묵시적인 협력과 협약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다선 위주로 의회직을 맡은 경험이 그대로 나타나 김의식·정순천
부의장이 각각 선출되는 현상으로 도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처음부터 역동적인 결과를 보였고 앞으로 이 같은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약진에 이어 시의회에서 이른바 '저격수'로 통하는 시의원들도 발군의
실력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추궁하는 등 과거와
다른 역동과 변화, 혁신 등의 단어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시의회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제7대 대구시의회 정례회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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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는 총 10회에 걸쳐 177일간 실시했고 모두 261건의 처리 안건 중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132건(50.6%)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안건 105건(40.2%)보다 더 많은 실적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6개 위원회에서 소관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시정 및
처리요구 284건, 건의사항 312건 등을 제시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이 선 질의를
이어갔다.
시정질문도 20명의 의원이 7회에 걸쳐 23건을 실시해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문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의회는 대구에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6월16일에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쳐 집행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를 조목조목 질타하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이례적으로 메르스 관련 전문의 두 명을 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5분 자유발언은 20명의 의원이 모두 13회에 걸쳐 38건을 실시해 대구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 마련, 환경시설 정상화 등 대구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 대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15년 예산안, 2014년 추경예산안, 2013년
결산안 등 예·결산안을 심사해 대구시 재정압박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250억원과 범안로 재정지원금 25억원, 풀용역비 4억원 등 다수 문제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7대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에 나서
의회선진화와 위상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중 모두 21개소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제7대 시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 때 소관 국, 본부, 공사·공단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35℃가 넘는 폭염에도 8개소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거침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때 매곡정수사업소를 찾아 낙동강 조류 발생 현황과 정수처리 공정을 점검하면서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낙동강 조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철저함을 당부하고 침출수와 악취 민원발생이 잦은 쓰레기매립장·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도 모두 17개소를 방문하는 등 회기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각종 당면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비회기 중에도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도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세월호 침몰참사와 해병대
캠프사고 등 학생 안전사고 발생을 거울삼아 교육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 16개소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상황을 점검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이재화 위원장)도 12개소에 현장점검을 벌였고 지난해 '이우환과
친구들'미술관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등 문화 예술분야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시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임기 초 지역 산업의 근간인 섬유과 폐지 등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정면으로 맞서 결국 집행부에서 존치키로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2개소의 현장을 찾는 역동성을 보였다.
이후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대구시의 업무보고에 이은 현장방문을 공식처럼
사용하며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거듭 확인시켰다.
여기에다 특별위원회의 활약도 무시 못할 정도로 움직임을 보였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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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등도 현장 확인과 지원을 통해 시의회의 존재를 시민에게
각인시켰다.
이들 특위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거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채택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심지어 세계물포럼지원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세계물포럼대회를 앞두고 과거 의정비로
해외를 방문하는 관행을 깨고 자비를 들여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세계물포럼 개최국과 초청
대상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현장의회와 역동의회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됐다.
세계물포럼대회 하루 전에 대구시의회 의장단과 물포럼특위는 행사 현장인 대구
엑스코를 직접 방문해 미비한 시설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개선토록 하는 등의 모습에서는
지역의 국제행사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문사철포럼'과 '미래창조포럼', '대구경제클럽', '행복교육포럼'
등도 초청강연 등을 통해 현재 대구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시의회의 모습을 후원하는 역할도 했다.
지방의회 선진화와 위상강화를 위해 대구 최초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이동희 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청와대와 국회,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일년간 대구시의회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단결력과
시의회 위상 제고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동적인 제7대 대구시의회의 활동에도 2%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선제
시정견제 부분이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이동희 의장과 몇몇 시의원만이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 같은 선제 견제의 역할을 하는 '싸움닭'을 도맡아
왔다.
집행부에 대한 선제 견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우선돼야 하지만,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좀 더 긴장하고 세밀한 검토를 이끌어 내는 '싸움닭'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지닌 30명의 시의원이 모인 상황이기에 정말 아프게 정곡을
찌르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대구창조'라는 대구시의 슬로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주고 집행부에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시의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립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그래야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의 정립도 더 빨라질 것이고 역동성 있는
대구시의회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리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들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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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 혜 대구일보 차장

대구시의회는 사실상 일당 구조다. 비례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한 명 있을
뿐이다. 집행부 수장인 대구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12명 모두 마찬가지다.
기자는 지난해 '일당 독점 TK(대구경북) 지방의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획취재를 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방분권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지방의회 운영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했다. 대구ㆍ경북의 정치적
현실과 한계에 대해 중앙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일당구조 지방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경쟁을 통한 활성화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일당 구조 의회에서의 자기 견제와 내부 경쟁을 통한
혁신이다.
대구ㆍ경북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이 고착화됐다. 또한 집행부
수장도 같은 정당으로, 집행부와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모두 일당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물론 이 같은 일당구조는 대구 시민들이 선거에서 직접 선택한 결과로, 정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 가능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당 간 경쟁 대신 시의회 내부 경쟁을 선택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시민들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일당 구조의 정치적 토양은 의원 간 내부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동발의 남발 등의 비판이 꾸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전 의회인 6대 대구시의회만 살펴봐도 4년 동안 조례안 공동발의 현상은 두드러졌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안을 분석해보면,
의원발의 안건은 모두 207건이다. 안건 1개당 참여 시의원은 평균 8.3명으로 전체 33명의
40%에 해당한 수치였다.
공동발의는 조례 성격상 여러 의원의 의사를 반영해 공동 발의하는 사례지만, 조례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려놓는 이른바 '묻지마식 동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의회에서는 2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유보되거나 아예 철회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대구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명, 2012년
'대구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12년에는 시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0% 이상
동의를 얻었지만 철회된 케이스다.
정당 간 경쟁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는 내부에서 의원 간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시의원들이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당 간 경쟁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내부 경쟁을 통한 혁신과
시민들을 감시와 견제의 채널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7대 대구시의회 출범 후 내부적으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혁신을 위한 노력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대 대구시의회 출범 후 눈에 띄는 변화는 의회 스스로 고착화된 정치토양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시민들을 의정 활동 영역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
대구시는 올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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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 60명을 훨씬 초과하는 241명이 시민위원에 신청했다.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추진은 대구시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해 가능했다.
7대 시의회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수를 기존 10명에서 100명 이내로
대폭 늘렸다는 것. 주민들을 시 행정 속으로 들여와 행정을 견제하며 또 한 축에서는
시의원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공정·청렴한 의정 활동을 하도록 강제성을 갖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도 7대
대구시의회 출범 후 주목할 만한 변화다.
6대 시의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대 의회에서는
가볍게 통과된 것이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담은 행동강령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강제했다.
의회를 구성하는 시의원들 스스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시민사회단체에도 시의회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 역시 시민들을 의정 활동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모습이어서 반가웠다.
7대 시의회 출범 직후 시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역의 10개 시민사회단체 실무
대표자가 참여하는 '시민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크고 작은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확대 의장단 및 의원들이 모였다.

목적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현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건데, 사실상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쏟아진 내용도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을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폭을 늘리도록 제도를 바꾸며 시민들
요구에 의회가 적극 화답한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7대 시의회 출범 1년간 시민들을 의정 활동 속으로 들여오는 일련의 변화들은 일당구조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해 고무적이다.
지방분권 선진화된 모델로 꼽히는 독일에서는 행정에 주민들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대학도시로 불리는 하이델베르크의 시의회는 청소년 관련 사업들의 편성과 예산
방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청소년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의 권한을 일정부분 청소년들에게 넘겨줬다.
지난해 취재도중 만난 하이델베르크시의원 중 한 명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뮌헨시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적극적이다.
뮌헨시의회의 열린 의정 활동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주민들에게 의사 결정을 맡기는
주민투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뮌헨은 주민투표에서 올림픽 유치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자진 철수하기도 했다.
4년 임기 중 1년을 소화한 7대 대구시의회. 3년 임기가 남았다.
내부 경쟁과 견제, 이를 통한 선진화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의원들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구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당 경쟁 대신 내부 경쟁을 택한 시민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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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과 김의식 부의장님, 정순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승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라
대구신서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1983년 설립된 이래 30여년 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천연가스 산업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온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대구지역과 상생하며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깨끗한 에너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실현하는 한편, 당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해 가는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5년 영남지역 가스공급을 시작으로 대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 지방화 시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여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첫 출발의 계기를 대구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권역 최대 공기업으로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 대구시, 시민 생활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공헌 로드맵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1단계는 공사가 대구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기로, 대구지역 육성산업을 발굴하여 관계를
맺고, 대구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는 공사와 대구가 본격적인 융합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공사의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인재 등용에 힘쓸 것이며 지자체·산업체·기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3단계는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 공사와 대구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시기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적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신 에너지 및 가스기기 실증사업
등 대구가 에너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사와 대구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확장기로, 에너지도시의
특색을 살려 인접 지역 간 에너지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소위 대구 3.0시대로의 본격적인
돌입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와 함께 내일을 열어갈 것이며, 대구시 재정 기여, 고용률 상승,
소비증대, 성장률 상승 등 생활밀접형 지역친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시민 여러분 곁에서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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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 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장

지난해 경북대사대부중(이하 사대부중)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행복수업을 도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또, '행복을 꿈꾸는 학교,
인성교육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인성교육 우수 모델학교로 꼽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공모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도 이름을 올려
2014년 한 해에만 '전국대회 3관왕'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도대체 사대부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사대부중은 전국에서 최초로 행복을 모든 학교 교육활동의 전면에 내세운 학교일 것이다.
행복을 만난 학교에서 '행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고 풀어 가는지, '행복'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왜 행복인가
지금까지의 행복교육은 대개 고진감래 끝에 오는 성공의 종속 변수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도달점은 결국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는 교과
수업을 통해 꾸준히 교육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행복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기술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행복 역량 교육으로 학생들은 긍정적 정서를 기르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대부중에서는 행복덕목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행복을 만나다
사대부중이 행복을 만나게 된 것은 3년 전이다. 2012년에 부임한 나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복덕목'을 교실 속으로
끌어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지금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미래에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아이들의 행복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실 수업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교의
본질적인 수업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의 변화도, 학생의 변화도 일궈낼 수 없다.

행복학교를 선언하다
사대부중은 2013년부터 제2의 개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학교"라는
행복학교의 비전을 만들었다.
행복학교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행복권 보장', '성장 지원', '자발성 존중', '지역성

제16집 의회보

존중'이라는 4대 철학도 만들고, 학생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라는 미션을 만들었다. 또한 비전의 실천을 위해
5가지 추진전략도 만들고 행복교육부, 수업지원부를 신설하면서 행복학교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수업을 바꿔 학교를 변화시키다
사대부중에서 추진하는 '행복수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행복교과서』
를 활용하는 수업이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행복교과서 수업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야,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교장선생님의 자필 격려글을 담은
행복교과서를 배부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교과서로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2·3학년은 진로와 직업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1주일에 1시간씩 행복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업의 결과물을 중앙현관 및 각 학급에 상시 게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고
행복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전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 등의 9가지
행복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후, 교실 속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실의 책상도 'ㄷ'자로 배치하여 소통과
협력 중심의 수업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행복덕목 프로젝트 수업은 학년별,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사일정을 분석하여 동일 학년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행복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행복능력을 기르면서, 각 교과 고유의 성취기준에 있는
사고 능력도 함께 기르도록 하여, 여느 학교에서 2~3개 과목을 융합, 통합한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학년별 행복덕목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현황
학년

1

행복 덕목

대주제

지도시기

통합 교과

관계 돈독히 하기

나, 너, 우리

3.5~3.25

국, 수, 영, 도, 체, 음, 과, 미, 일

감사하기

땡큐, 에브리원

4.28~5.25

미, 국, 체, 음, 도, 사, 영

목표 세우기

네꿈을 찾아봐

9.21~10.10

영, 기, 사, 수, 체, 도, 과, 국, 미

관점 바꾸기

입장 바꿔 생각해봐

10.20~11.30

국, 미, 수, 체, 도, 영, 과, 기, 일

비교하지 않기

난 소중하니까

3.10~4.25

도, 국, 체, 가, 역, 미, 수

비고
학년공통

행복 나눔 1·2·5 운동으로 행복 근육을 키우다
잘 길들여진 습관처럼 감사를 통한 행복 경험도 연습이 필요하다. 부단히 노력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꾸준한 감사 쓰기는 긍정적인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작업이라 여겨
'행복 나눔 1·2·5 운동'을 전개하였다.
'행복 나눔 1·2·5 운동'이란 매일 1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는 1일 1선행, 한 달에 2권
이상의 독서를 하는 1달 2권 독서,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문장을 쓰는 1일 5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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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자체 제작한 '행복 플래너'를 배부하고 교사들은
매일 매일의 감사 내용을 학생들이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감사 일기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행복 나눔 1:
1일 1선행
행복 나눔 2:
1달 2권 독서
행복 나눔 5:
1일 5감사쓰기
긍정(정서적 역량)

교사들의 고군분투는 현재 진행형
학교의 힘은 곧 교사의 힘이며,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절 대 적 으 로 필 요 하 다 . 지 난 3년 동 안
선생님들은 수업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냈다. 전체
교 원 의 100%가 서 울 대 에 서 진 행 하 는
행복기초연수에 참여하였고 행복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으로 심화연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는 일에서부터 행복덕목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학년말이면 2박 3일의 연수에 전교원이 참여하여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을 짜는 일에도 함께
했다. 학기 중에도 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활동에 전교원이 참여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수업
아카데미의 날'에는 정기적으로 공개수업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교과서
성취기준과 행복 덕목의 관련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이것을 다른 교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교과 연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라는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다면, 행복덕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 연구들은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에 접근한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행복 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면서 교사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협업 문화가 형성되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사대부중의 교사들은 힘든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수업 아카데미의 날' 일정표와 운영 방법
담임시간

08:20~08:30

일정

1 교 시

08:30~09:15

첫째 주

•교과별 11개 협의회 구성
교과
•교과별 수업협의회
연구회
연7회, 회당 43명 참여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학
습지 개발

2 교 시

09:25~10:10
둘째 주

•학년별 수업공개(26명)
학년
•학년 수업 협의
연구회
연9회, 회당 43명 참여

같은 학년의 타교과 교사
들이 같은 대상을 관찰하
고 연구함

셋째 주

전체
연구회

•전체 수업 공개(대외 공개)
연9회 9명, 외부전문위원 컨설팅
•수업공개 후 협의회

인근지역 교원 대상 공개
수업으로 수업지원(매회
30~40명)

넷째 주

•교육과정, 수업 관련 연수
전체
•교사 개인연구(학교현장실습생
연수회
지도, 배움 중심 수업 설계 등)

학생심리, 행동특성 전반
에 대한 수업전문가, 교수
특강

3 교 시

10:20~11:05

4 교 시

11:15~12:00

5 교 시

12:10~12:55

중

12:55~13:30

식

수업 아카데미의 날
14:30~17:30
운영

대상

내용

특징

행복 가득한 학교를 꿈꾸며
긍정은 긍정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전파시켜 나간다. 행복교육이 결국은 교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햇살 따뜻한 교실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행복감을 충전해 가는 학생들,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속에
사대부중의 행복 교육은 오늘도 현실이 된다.

제16집 의회보

평소 '나에게는 행복이 언제 올까?',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행복수업을 하며 행복은 멀지 않은 곳,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행복수업을
하며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 수업시간마다 했다.
- 1학년 학생 허 ○ ○
자신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감사쓰기를 통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며, 활기를 되찾은 우리 아이들. 그 덕에 학부모인 나도 감사 쓰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소중하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보물찾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 3학년 학부모 배 ○ ○
행복을 가르친다고 모든 학생이 100%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이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행복교육이 교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 국어과 교사 박 ○ ○

Daegu Metropolitan Council

제225회~제234회

회
회

별

구

일

216

기

분
수

기

간

계

10회

147

제225회

임시회

2

2014.7.2 ~ 7.3

제226회

임시회

15

2014.7.11 ~ 7.25

제227회

임시회

3

2014.8.25 ~ 8.27

제228회

제1차정례회

15

2014.9.11 ~ 9.25

제229회

임시회

12

2014.10.10 ~ 10.21

제230회

제2차정례회

44

2014.11.6 ~ 12.19

제231회

임시회

12

2015.2.2 ~ 2.13

제232회

임시회

14

2015.3.20 ~ 4.2

제233회

임시회

14

2015.5.1 ~ 5.14

제234회

제1차정례회

16

2015.6.15 ~ 6.30

Daegu Metropolitan Council

제225회~제234회

처리내용

구 분
접수

처리

가

유형별
계

계류

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기타

261

260

231

19

1

5

4

1

소 계

145

144

129

12

0

3

0

1

의 원

53

52

45

5

0

2

0

1

위원회

1

1

1

0

0

0

0

0

시 장

77

77

71

5

0

1

0

0

교육감

14

14

12

2

0

0

0

0

주민청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예산₩결산

17

17

11

6

0

0

0

0

동의₩승인

33

33

29

1

1

2

0

0

건의₩결의

7

7

7

0

0

0

0

0

의견청취

3

3

3

0

0

0

0

0

규 칙 안

1

1

1

0

0

0

0

0

55

55

51

0

0

0

4

0

조
례

기

타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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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동희의
원을 선출함

기타(선거)
(2014.7.2)

부의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 제7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김의식
의원, 정순천의원을 각각 선출함

기타(선거)
(2014.7.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건

의 장

본회의

○ 제7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배지숙의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이재화
의원, 경제교통위원장으로 박일환의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조재구의원, 교육위
원장으로 윤석준의원을 각각 선출함

기타(선거)
(2014.7.3)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건

의 장

본회의

○ 제7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최
길영의원을 선출함

기타(선거)
(2014.7.3)

제226회 임시회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교육감

○ 예 산 액 : 2,431,144백만원
○ 기정예산액 : 2,571,808백만원
○ 증 가 액 : 140,644백만원

수정안가결
(2014.7.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원장(4급 1명) 및
2014년 총액 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른
증원내역(5급이하 4명)을 조례에 반영

원안가결
(2014.7.2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

교육감

교 육

○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설치에 관한 사
항과 대구교육원연수원 이전에 따른 변
경 사항을 반영

원안가결
(2014.7.25)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예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신축 14건, 증축 2건
: 토지(12,257㎡/71,311백만원),
건물(71,311㎡/134,510백만원)

원안가결
(2014.7.25)

예산결산
특 별
교 육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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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제
의원

운 영

○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임위
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
관사항을 정하고, 업무특성에 맞게 상임
위원회 명칭을 변경

원안가결
(2014.8.27)

대구 경북 상생발전 특
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광교
의원

운 영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상호협력과 상
생발전을 위하여「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
– 위 원 수 : 8명 이내
– 활동기간 : 구성일 ~ '16. 6. 30

원안가결
(2014.8.27)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
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상수
의원

운 영

○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숙원 사업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
– 위 원 수 : 7명
– 활동기간 : 구성일 ~ '16. 6. 30

원안가결
(2014.8.2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
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인철
의원

운 영

○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진
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구광
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
– 위 원 수 : 9명 이내
– 활동기간 : 구성일 ~ '16. 6. 30

원안가결
(2014.8.27)

2015 대구 경북 세계물
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상태
의원

운 영

○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을 위하여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
– 위 원 수 : 8명 이내
– 활동기간 : 구성일 ~ '15. 6. 30

원안가결
(2014.8.2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민선6기 시정비전 및 변화와 혁신을 적
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신설·변경 및
기능 조정

원안가결
(2014.8.27)

제227회 임시회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 민선6기 출범과 관련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시민협력 등 시정비전 및 시정혁
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기능·보
강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원안가결
(2014.8.27)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는 "교육안전담
당관" 사무분장을 위해 행정국 총무과의
사무를 일부 변경하고, 대구교육연수원
에 "글로벌교육부"를 신설

원안가결
(2014.8.27)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

장상수
의원

본회의

○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공항수요조사 발표
에 따라 영남권 5개 시·도 주민들이 요
구해온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공정한 입
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

원안가결
(2014.8.27)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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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 대구광역
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특 별

○ 세 입 결 산 액 : 6,992,594백만원
○ 세 출 결 산 액 : 6,314,114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678,480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
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특 별

○ 지출결정액 : 7,925백만원
○ 지 출 액 : 7,924백만원
○ 집행잔액 :
1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산결산
특 별

○ 세 입 결 산 액 : 2,605,518백만원
○ 세 출 결 산 액 : 2,456,688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148,830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예산결산
특 별

○ 지출결정액 : 302백만원
○ 지 출 액 : 260백만원
○ 집행잔액 :
42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특 별

○ 예 산 액 : 6,338,755백만원
○ 기정예산액 : 6,020,600백만원
○ 증 가 액 :
318,155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
획안

시 장

예산결산
특 별

○ 운 용 액 : 152,792백만원
○ 기정운용액 : 134,655백만원
○ 증 가 액 : 18,137백만원

원안가결
(2014.9.2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차순자

기획행정

○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친화적 근무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하여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

수정안가결
(2014.10.21)

의원

제228회 정례회 2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최재훈
강신혁
김원구
김창은
류규하
박상태
배지숙
오철환
이귀화
조성제
최광교
의원

기획행정

○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
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급 건축공사
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김창은
강신혁
김혜정
류규하
배지숙
오철환
이재화
임인환
의원

문화복지

○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
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류규하
김원구
김창은
박상태
장상수
조성제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연면적 제한을 2천㎡ 미만에서
3천㎡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9.25)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의 범위를 교육청 주차장에서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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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광교

운 영

○ 대구광역시 의회 법률 고문을 위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내로 거주지역 및 개
업중인 변호사로 제한하는 조항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정비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이재화
배지숙
이경애
의원

기획행정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
선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정순천
의원

기획행정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대상 봉사를 통해
귀감이 되는 단체나 개인의 자긍심 고
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을 신
설하고 '장애극복부문'과 '장애봉사부문'
으로 나누어 시상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
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대구·경북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
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장을 민
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민간위원장'으
로 하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 1/4을 초
과하지 못하게 하며, 위원회 간사를 소
관부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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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
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2015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대구튜닝지원센터 건립
- 첨단의료유전체연구서 건립 부지매입
-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
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배지숙
이재화
오철환
의원

문화복지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대구튜닝지원센터 건립
- 첨단의료유전체연구서 건립 부지매입
-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
도재준
이재화
의원

문화복지

○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규정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수정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순자
김규학
김재관
의원

문화복지

○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
회' 관련 규정 중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에서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을 변경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
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최길영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의원

경제환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변경 및 특별회
계 운영방식을 단지운영 및 관리에 주
안점을 두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함

원안가결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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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
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조
직개편에 따른 직제조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 내부위원인 담당국장을 부서의 장
으로 조정 및 간사·서기를 변경하고,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
양 가격결정시 이윤율을 우리 市 적정
이윤율로 규정

원안가결
(2014.10.21)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화
김창은
류규하
조재구
강신혁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시 상임위
운영 저해와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시의회 추천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4.10.21)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구
김창은
류규하
이귀화
강신혁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시 상임위
운영 저해와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
회' 관련 규정 중 시의회 추천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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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
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강신혁
김창은
류규하
이귀화
조재구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시 상임위
운영 저해와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심의위원회' 관련 규
정 중 시의회 추천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
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
역교통시설부담금 부
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5/100 3/100)하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
한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
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도로법 시행령」
에 따라 도로점용 불필
요시 기납부한 점용료 반환요청 기한
(60일 이내) 및 반환결정 통보 기한(30
일 이내)을 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상
인·고객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
용료 감면율(80/100)을 정함

원안가결
(2014.10.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 법
령 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
조의 효력 상실(14.7.1)에 따라 이를 조례
에 반영(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정원 조
항 삭제)

원안가결
(2014.10.2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임
위원회

본회의

○ 감사기간, 감사대상, 일정 및 장소 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

원안가결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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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6,176,00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6,020,600백만원
○ 증 감 액 : 155,4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4.12.9)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 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특 별 ○ 전년도운용액 :
○증 감 액:

161,054백만원
147,492백만원
13,562백만원

원안가결
(2014.12.9)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635,50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2,431,144백만원
○ 증 감 액 : 204,356백만원

수정안가결
(2014.12.9)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6,424,22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6,338,755백만원
○증 가 액:
85,465백만원

수정안가결
(2014.12.19)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
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694,165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2,571,808백만원
○ 증 가 액 : 122,357백만원

원안가결
(2014.12.19)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임인환
의원

운 영

○ 2014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2018년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
- 월3,150,000원 월3,203,550원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

임인환
의원

운 영

○ 각종 축제를 차별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 위원수 : 7인 이내
- 활동기간 : 선임일 ~ 16.6.30까지

원안가결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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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최광교
이경애
의원

기획행정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를 마
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등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
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조재구
김혜정
배지숙
의원

기획행정

○「건설기술관리법」
이「건설기술진흥법」
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을 반영하고 품질시험 의뢰 및 수수료
면제·반환 제도를 개선함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
보고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서민생활 지원, 특정산업 지원 등 공익
을 위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
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시
할인요율 및 감면 조항과 변상금 징수
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 개정사항을 반
영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
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의원

기획행정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관
을 갖게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가결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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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추진단
(국)이 첨단의료산업국(국장 3급 1명)으
로 1년 연장승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칙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12.1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에 따라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
준 변경으로 증가한 3급 국1개를 더하
여, 현 3급인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

원안가결
(2014.12.19)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정순천
의원

문화복지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중 타법령(국가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에 의한
중복 지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급대
상을 확대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의원

문화복지

○ 위원회 구성원 중 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재관
의원

문화복지

○ 위원회 구성원 중 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
의위원회 조례안

이재화
배지숙
최길영
의원

문화복지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
고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
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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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
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원구
정순천
최길영
의원

경제환경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
위촉대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
원'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
가'로 변경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
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수
박일환
최인철
의원

경제환경

○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중 당연 위촉대상
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명 이내'에서 '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
가'로 변경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브랜드위원회 구
성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도시브랜드
분과위원회를 일부 조정

수정안가결
(2014.12.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
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시 장

경제환경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0호에
의거 국제문화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
지구 등 2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를 규약에 반영

원안가결
(2014.12.9)

2020 대구광역시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수성구9)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
- 예정구역면적 84,596㎡ → 104,337㎡

찬성의견
(2014.12.9)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
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이귀화
김원구
강신혁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
이브리드 차량(1600cc 미만)에 대한 유
료도로 통행료 징수 감면(100분의 60)
을 3년간 추가 연장

원안가결
(2014.12.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사용료 인상률 : 2015년 10.9%, 2016
년 9.8%
– 구경별 기본요금을 급수수익 비중
3.6% 수준 인상
– 업종별(일반용, 목욕탕) 단일요율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누진단계(3 2) 조정

원안가결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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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조홍철
배창규
이경애
의원

교 육

○ 학생문화센터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인
까지 확대하고, 시설 사용시 입장권 발
행, 기획공연 시 입장료 징수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12.9)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교 육

○ 취득(11건)
- 토지 99,971㎡ / 22,398,842천원
- 건물 89,989㎡ / 158,330,749천원

원안가결
(2014.12.9)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취득 3건 : 건물(21,086㎡/36,480백만원)
처분 1건 : 건물(5,663㎡/2,973백만원)
취소 1건 : 건물(2,619㎡/5,120백만원)

원안가결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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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
례안

최인철
의원

운 영

○ 의정활동 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
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외국인에 대한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의식
오철환
김규학
조재구
의원

기획행정

○ 대구광역시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결
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
명을 시민에게 공표 및 그 이력을 관리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
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 직원의 임면,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 직원의 임면,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된 사항 등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서 닭·오리 등
에 대한 도축검사 권한이 도축업체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
료(1마리/6원) 징수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계약 체결 미신
청 및 계약해지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
증지를 환매할 수 있던 것을 남은 수입
증지의 일반적 환매가 가능하도록 정비

원안가결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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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참여대상 범
위를 6급 이하 퇴직예정자에서 퇴직예
정자로 변경

원안가결
(2015.2.1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국 공유재산 교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이전에 따른
후적지 상호교환)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도재준
임인환
의원

문화복지

○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
련한 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육아종합지
원센터 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구
체적으로 정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공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
지하는 경우 현행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던 것을 잔여기간에 대
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
정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
원 설치·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의사의 고유권한인 환자의 입·퇴원 조
항, 운영위원회 관리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제6기 대구광역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시 장

문화복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제6기 대구
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2018/4년간)을 수립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
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
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설
사용 허가취소 및 중기규정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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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
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
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미술작품
의 설치여부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미
술작품의 설치확인 및 조치 위임규정의
근거조항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
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
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문화재보호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신고사항을 삭제
하고,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근거 마
련

수정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
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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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
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화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
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
회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설립한 (사)대
구컨벤션관광뷰로를 우리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비 등 민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
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상위법이 당초
「지방공기업법」
에서「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제정·시행됨에 따란 근
거 조항을 정비, 자본금 출자규모를 인
용한 조항을 개정함

원안가결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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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누락된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

수정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장이 시장도매인
임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된 요건 외
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공공시
설 사용허가 취소 및 장소 사용 제한·
정지 조항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
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해
건립중인
「서재문화체육센터」
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
정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건축법」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명시
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규제조항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구
강신혁
이귀화
장상수
의원

건설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일조 등 확
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이격간격
을 완화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화
조재구
김창은
류규하
의원

건설교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준공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유치원을 학교와 같은
요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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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에 대한 위임 조항이 국토교통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
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토지구획정리
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토지구획정비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이
자율은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
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시 장

건설교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
관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위원회 위원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
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의 기
금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설치
근거였던 교육부훈령 제499호('93.7.14)
「연수상 기금관리규정」
이 존재하지 않
고, 교육부의 폐지 조치 권고에 따라조
례를 폐지

원안가결
(2015.2.1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15.3.1자 신설하는 대구한솔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를 '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원안가결
(2015.2.13)

제232회 임시회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
동강령 조례안

시 장

운 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
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
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
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
례안

윤석준
박상태
배창규
의원

기획행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교
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시기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함

수정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김원구
배지숙
배창규
김재관
의원

기획행정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
민참여예산위원,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
민제안사업 공모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선함

수정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회피 조항 신설, 용역실명제 도입, 연구
용역 결과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공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업무의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전국 어디서나 자동자 이전·말소 등록
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
도록 근거 마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
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대상 지역 규정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 정보공개 수
수료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
을 맞추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개선

원안가결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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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
영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각각 제정되어 있는
「대구
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새힝
규칙,「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제안 규
칙」
을 통합·포괄하는 제안 조례를 제
정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
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시민생활상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성서산업단지 및 달성군 죽곡지구의 대
단위 주거지구 등 늘어나는 지역 소방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강서소방서를 신설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 강서소방서 신설 및 소방 현장활동 부족
인력 충원에 따른 소방서별, 직급별 정
원을 조정(소방공무원 1,958명→2,173명)

원안가결
(2015.4.2)

2015년도 제3차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 어르신 행복드림센터(노인회관) 건립
- 국 공유재산 교환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인환
강신혁
김재관
의원

문화복지

○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를 발굴·육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기 위하여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
체적인 근거 마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변화된 환경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
하고 통일된 법적용을 위해 "맑고푸른대
구21추진협의회"를 "대구지속가능발전협
의회"로 명칭을 변경

원안가결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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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시 장

경제환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사
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순환 공급체계를 구
축함

원안가결
(2015.4.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
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
결 동의안

시 장

경제환경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
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
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5.4.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시 장

경제환경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
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
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시의
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은
조재구
오철환
배창규
의원

건설교통

○ 세대별계량기 설치신청을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에서 개별 급수설비 소유자
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별공사비 지원대상(60㎡이하→85㎡
이하)을 확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 장

건설교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이
「공인중개사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국토교
통부 개정권고안에 따라 중개보수를 개
정함
– 주택 매매₩교환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신설)
– 주택 임대차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신설)

원안가결
(2015.4.2)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
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안

시 장

건설교통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대구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원안가결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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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
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
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함
-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 폐지

찬성의견
(2015.4.2)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
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의
원 효력상실에 따라 관련 규정(교육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장기연
임에 따른 유착 및 특해소지 차단을 위
해 위원 연임을 1회로 변경

원안가결
(2015.4.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 정보공개 수
수료가 하향조정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개선

원안가결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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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6,576,550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6,176,000백만원
○ 증 가 액 : 402,15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5.14)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
획안

시 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293,519백만원
특 별 ○ 기정운용액 : 224,500백만원
○ 증 가 액 : 69,019백만원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
동 실천 다짐 결의안

윤리특별 본 회 의
위원회

○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대구
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 내
용을 숙지하고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
로 표방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
는 의회상을 정립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위원회

본회의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따른 신규 설치 및 일부 기
구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위원회를 조
정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
주의 공동협력 전략 모색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
체 의료기관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률을 낮추고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을 정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
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전문가로 구
성·운영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
원근거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를 강화함

원안가결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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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인력과에서 총무
과와 인사과 분리로 민간인과 공무원
포상을 업무 분리에 따라 포상의 통제
권자를 구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
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수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시 장

기획행정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에 따라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고 일부
기구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기능 조정·보강에 따라 정원
을 조정함(정원 5,391명→5,455명)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
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의원

문화복지

○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로
당 광역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및 업무
수행 기능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센
터를 노인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
화진흥 조례안

이경애
정순천
배지숙
이재화
김해정
차순자
의원

문화복지

○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전통문화유
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각인
시킴으로써 우리 옷의 전통을 계승하고,
고유명절 및 평상시 한복을 착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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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
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임인환
차순자
김원구
의원

문화복지

○ 대표가 이사를 겸하도록 하여 능력있는
인사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권능을 강화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
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
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
원 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
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
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경제환경

○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
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원안가결
(2015.5.14)

유치기업 ㈜메가젠임플
란트 지원동의안

시 장

경제환경

○「대구광역시 기업유지촉진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유치
한 ㈜메가젠임플란트의 입지보조금 지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재구
김의식
김창은
배창규
의원

건설교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원안가결
(2015.5.14)

제정에 따라 기존의「대구광역시 보행
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를 폐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
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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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설교통

○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
(안)(안심역~하양역)에 대하여 도시철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5.5.1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준
박상태
배창규
의원

교 육

○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재충
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배창규
박상태
이경애
의원

교 육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를 차단함

원안가결
(2015.5.1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른
교육청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함
– 총정원 : 2,658명 → 2,637명

원안가결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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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대구광역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건

시 장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7,098,867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6,125,551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973,316백만원

원안가결
(2015.6.30)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
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 장

예산결산 ○ 지출결정액 : 2,343백만원
특 별 ○ 지 출 액 : 2,282백만원
○ 집행잔액 :
61백만원

원안가결
(2015.6.30)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2,794,932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2,686,099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108,832백만원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홍철
의원

운 영

○ 전국시도의회 의회 휘장 한글화("義" "의
회")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의 휘장 문양을 한글휘장으로 변경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
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조홍철
의원

운 영

○ 전국시도의회 배지 한글화 결정 및
「대
구광역시의회 휘장 규정」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마크 "議"를 "의회"로 표기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
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조홍철
의원

운 영

○ 전국시도의회 배지 한글화 결정 및
「대
구광역시의회 휘장 규정」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마크 "議"를 "의회"로 표기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
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안

최광교
조성제
강신혁
의원

기획행정

○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
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기획행정

○ 최근 낮은 은행금리 등 기금의 공익사
업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융자
금의 이율(연 3.0% → 연 2.5%)을 조정
함

원안가결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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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획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5.6.30)

2015년도 제4차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시 장

기획행정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관
김원구
차순자
배창규
의원

기획행정

○ 문화기부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
도재준
이재화
의원

문화복지

○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함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100만원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화
정순천
차순자
의원

문화복지

○ 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헌혈권장활
동의 적극적인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조례안

강신혁
배창규
이경애
이재화
최재훈
의원

건설교통

○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
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
자인 제도를 도입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
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재구
배창규
오철환
차순자
의원

건설교통

○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상 명시한 이중 규
제를 개혁하고, 개정된 도로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쉬운 표현으로 정비

원안가결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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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 규정
삭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 등 규
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
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점용
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 변경
내용을 반영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
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설교통

○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도
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
접하고 있어, 도시철도채권 액면금리를
인하(연 2% 복리 → 연 1.5% 복리)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
정 손실을 방지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
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교육
청 소관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
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
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
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
경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2015.9.1자 신설(개교)되는 초등학교 1개
교(대구사수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함

원안가결
(2015.6.3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예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2015.6.30)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층축 5건(건물 9,381㎡/22,6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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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수립, 회의운영 규칙 등 의회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시민 편의 중심의
의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후반기 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조정,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의원들 간의 조정,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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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2015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36일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6회
•의회운영 관련 조례·규칙안 제정 및 개정 등 : 5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건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4회
이밖에도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ㆍ정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시·도별 의정활동 및 제반 여건에 대한 차이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주요의안 처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은 조례안 5건, 예·결산안 4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건 등 14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014회계연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2014년도 시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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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남부권 신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축제 선진화추진 특별위윈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지방지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4. 11. 20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건의사항 2건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시의회 부속실 근무 직원들의 철제 책상 교체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회내 소통과 민원안내 차원에서 의회 현관입구에 의원 재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또는 게시판 설치 검토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대구광역시 의회는 1999년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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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대구시정 종합기획을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 및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대구시의 대규모 시설건립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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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제시, 재난·방재활동의 기능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년간 모든 역량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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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구의 신설과 명칭 변경, 실 국별 분장
사무 등을 조정함.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스스로가 진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근거 마련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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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에서 수립·새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6급이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퇴직예정자' 전체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평성 차원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및 운영, 예산아카데미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함.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률, 세무, 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생활상담실의 설치장소·상담범위·상담방법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함.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원화 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포괄하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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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지속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주이 공동협력 전략 모색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를 전부 개정함.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 감사하여
이를 시정 또는 건의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01건 처리

향후 의정활동 계획
시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규제·관행을 개선하는데 의회의 역량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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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위해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대, 전통가치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 지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개최로 도시브랜드를 제고
하였으며, 고부가 차세대콘텐츠 개발 및 게임 산업 육성으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그리고 성평등 기반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가족이 행복한
대구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해 대구시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 공공의료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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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용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사장과 대표를 포함한 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재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대표에게 없었던 이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대표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 사무를 통할하던 것을 이사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대표의 재량을 확대하였다.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과 노인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등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기능을 정하였다.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즐겨 착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옷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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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애국지사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공공시설
등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대구의료원 등 18개 기관에 대해 14일간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51건은 시정요구하고, 54건은 건의·조치하였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구

분

2014

수감기관

감사항목

18

259

지

적

시정요구
51

건

수

건

비

고

의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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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정활동계획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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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첨단 우량기업 유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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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심사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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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건립중인
서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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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함.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대구시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자인센터의 운영과
수행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우리시 적정이윤율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와 대구광역시 공업단지조성
사업비 특별회계의 운용목적을 단지 조성에서 단지의 운영·관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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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 요건 중 시의원의 당연 위촉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시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심의를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 중 시의원의 당연 위촉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시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가 개정(2014. 9. 5)됨에 따라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브랜딩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로복지시설(공공시설)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써 일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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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설립한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우리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비 등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
에서「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른 근거 법령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자본금 관련 사항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보호법』
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인‘맑고푸른대구21’
을
선포하고 운영 중에 있으나 변화된 환경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통일된 법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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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체결 동의안(중국 청두시, 이탈리아 밀라노시)
중국 청두시와 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산업, 경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민간단체, 청소년 교류 및 정부 관계자의 긴밀한 상호방문 등을 통해 대구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탈리아 밀라노시와는 1989년 공동성명, 1998년 공동선언문, 2014년 양해각서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해 경제,
산업, 학계, 문화 예술, 관광, 도시농업, 행정, 과학기술 둥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성서5차 산업단지
「(주)메가젠임플란트」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가젠임플란트에「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에 의거 인센티브(입지보조금)를 지원
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제 8조 의 2에 의 거 일 부
지구(국제문화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구역 범위 개정과
조합회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주민대표 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96건 중 44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52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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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정활동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국 내외 첨단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산업단지,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확충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공원조성, 환경 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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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도시철도 건설을 통한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발과 도시발전 등 시민편익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의회주도의 적극적인 간담회 개최 등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기능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속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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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폐하고 행정부가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교통 행정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의안처리현황 (234회 포함)
계
30

조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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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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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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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
의견청취

예산·결산

5

4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심의 노후한 주거지 등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비 또는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도심 전역에 산재해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도시 및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악화와 토지이용의 저효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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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 높이 규제인
같은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인동간격) 를 완화하여, 탄력적인 공간 배치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도심의 정비 및 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준공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의한 상수도 사용요금의 업종구분표 중 학교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일반용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로 분류하여 누진제가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
기본법' 등 관련법에 유치원이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도 학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함.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에 대한 위임 조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대구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이자율은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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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필요하여, 세대 간 요금분쟁 해소 등을 위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수의 세대가 원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요건을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개별 급수설비 소유자의 신청만 있더라도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2014.7.29 시행)됨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택의 매매·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개정권고안에 의거 중개보수를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8월「대구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후 지난 2012년 8월 중앙정부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였으나,
대구시 조례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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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수반한 범죄건수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민편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추진 중인「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의 일환으로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
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 이중 규제를 개혁하며, 개정된「도로법」
의 조문과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불필요한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시민중심의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 규정 삭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부시 추가 건축의 허용범위 및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공장의 증축·시설증설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 변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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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행정비효율성을 개선코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저금리로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도시철도 채권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도시철도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54건 중
12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27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균형발전 촉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도로 건축시설물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 촉구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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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집행부 견제 및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대구교육의 핵심 아젠다인 행복교육 실현에
앞장섰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위장전입 근절, 학군제 및 환경전학 개선 노력,
학력향상, 안전사고 예방,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위장전입 근절, 부적절한 환경전학 개선에 있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의 특정지역으로의 위장전입 등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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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격차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고교 학군제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의 학군외 배정비율을 확대해 줄 것과 중학교 학군 역시 대폭
넓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역량 강화와 대입 수시전형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학력향상에 대한 교육위원회 입장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팔공산수련원 등 학생수련시설에 대한
강도 있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연수를 강화해 줄 것과
평상시 꾸준한 훈련 및 체험활동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된 대구의 동변중학교와
인천의 영종중학교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 사항, 학생 학력저하 등
우려되는 사항을 청취하고, 전면시행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빈틈없는 준비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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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대구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소재지와 소관 업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학생들이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위하여 신설하는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현행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추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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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급지별로 구분하기 위한 것임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대구학생문화센터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무가 현행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 발행과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공연 제작시 입장료 징수, 입장
제한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3. 1.자로 개교하는 대구한솔초등학교 및 2015. 9. 1.자로 개교하는
대구사수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2014. 5. 1.자로 마이스터고로 지정·고시된
동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
조례를 유지할 근거법령이 없고,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기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
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연임 규정 제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계획'에 근거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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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중앙정부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합리화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교육의원"의 명칭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비하고,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연임 규정 제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계획'에 근거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구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201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임원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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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호칭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교육가족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지방재정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72건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상기관

감사항목

22

172

지
시정요구
52

적

건

건

의
120

수
계
264

향후 의정활동계획
선생님 행복이 학생 행복에 영향이 큰 만큼,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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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11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세출부문은 재정건전성 및 투자 우선순위 적정여부, 과다 책정되거나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형식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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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현장에 대한 방문활동을 강화하여,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공사현장 등 6회에 걸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안 제출전
재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2,431,144

2,571,808

증

감(△)

140,664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1,406억원
증액된 2조 5,718억원을 수정 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 추진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시설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포괄적이고
재량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감액하였다.
□ 활동기간 : '14. 7. 23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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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부위원장

김규학

차 순 자

위

원

조성제, 임인환, 김혜정,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구

2012년도

분

세입결산

대구광역시

세출결산

2013년도
세입결산

6,205,088 5,643,800 6,992,593

세출결산
6,314,114

대구광역시 교육청 2,569,816 2,396,363 2,605,518 2,456,688

증 감(△)
세입

세출

787,505 670,314
35,702

60,325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액은 6조 9,92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75억 500만원 증액,
세출결산액은 6조 3,14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03억 1,400만원 증액,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05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7억
200만원 증액, 세출결산액은 2조 4,56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3억 2,500만원
증액된 원안을 각각 승인하였다.

(3)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6,020,600

6,338,755

증

감(△)

318,155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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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14. 9. 18 ~ 9. 23
□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김규학

차 순 자

위

원

조성제, 임인환, 김혜정,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4) 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년
당초예산액

2015년도
예 산 액

대구광역시

6,020,600

6,176,000

155,400

대구광역시 교육청

2,431,144

2,635,500

204,356

구

분

증

감(△)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5) 2014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액
(당초예산+1회추경)

제2회추경
예 산 액

대구광역시

6,338,755

6,424,220

85,465

대구광역시 교육청

2,571,808

2,694,165

122,357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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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증

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2014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4. 12. 2 ~ 12. 17
□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김규학

차 순 자

위

원

조성제, 임인환, 김혜정,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6)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5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2015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 산 액

6,176,000

6,576,550

분

대구광역시 교육청

증

감(△)

400,550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4,005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조
5,765억 5,000만원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활동을
전개하였다.
□ 활동기간 : '15. 5. 12 ~ 5. 13
□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김규학

차 순 자

위

원

조성제, 임인환, 김혜정,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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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2013년도

6,992,593

2014년도

증 감(△)

세출결산

세출결산

6,314,114 7,098,867

6,125,551

2,456,688

2,686,099

세출
106,274 △188,563
229,411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액은 7조 98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62억 7,400만원 증액,
세출결산액은 6조 1,25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85억 6,300만원 감액,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94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4억 1,300만원 증액, 세출결산액은 2조 6,86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94억
1,100만원 증액된 원안을 각각 승인하였다.
□ 활동기간 : '15. 6. 24 ~ 6. 26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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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부위원장

김규학

차 순 자

위

원

조성제, 임인환, 김혜정, 김원구, 장상수, 김창은
강신혁, 이경애, 조홍철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구성배경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 남용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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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적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공익우선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의 준수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함.

위원회 개최시기 및 주요 심사내용
•개 최 :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심사내용
- 의원 자격심사 : 겸직금지위반, 피선거권 상실, 기타 자격상실 등
- 의원 징계심사 : 성실·청렴·품위유지·지위남용금지 의무 위반 등
- 의원 윤리심사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사항"

활동기간 : 2014. 7. 1 ~ 2016. 6. 30 (2년)
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부위원장

이귀화

이 경 애

위

원

김의식, 도재준, 김혜정, 정순천, 류규하

활동내용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1회
대구광역시 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안」제정 관련 보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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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

구성목적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도권이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서해안 시대가 확산되는 등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대구·경북간의 협력체제 구축 또한 시대적으로 절실한 현실에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
등 당면해 있는 위기의식 공유차원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에 따라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대구·경북 상호 협력으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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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자 한다.
뿌리를 같이 하는 대구·경북이 공동체적 인식 하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구·경북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두 지역간
국책사업의 공동 유치, 공동협력사업 발굴,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방안 강구 등 의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진정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기간 : 2014. 8. 27 ~ 2016. 6. 30(1년 8개월)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최광교

강 신 혁

위

원

김혜정, 임인환, 최인철, 최재훈, 조홍철, 배창규

주요 활동사항
2014년 8월 대구경북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활동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3월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로부터 공동협력 추진과제
28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받았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6월
안동시, 7월 고령군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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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목적
남부권 신공항은 남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국가안보와 연계된
사안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부권 5개 시·도민들 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나,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은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회와 시민, 기업, 타
시도(경북·경남·울산·부산)와 합심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기에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남부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유도하여 남부권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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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경쟁단위가 되면서 세계의 경제체계도 국가 간의 경쟁체제에서
광역경제권 간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지역을 포함한 남부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남부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2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구체적 언급 없이 자체검토와 국가재정여건, 국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을 빌미로 용역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고, 대구시의회에
「남부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
가 구성되는 등 영남지역 자치단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원포트(One-Port) 논리에 밀려 결국 2011. 3. 30일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신공항 건설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영남지역의 신공항 필요성을 인정했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신공항 수요조사가 다시 이루어져, 영남권의 항공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남부경제권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도약하는 관문이 될 "남부권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염원을 모아이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본 특위는 영남지역을 비롯한 남부권지역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남부권신공항의 유치를 위해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신공항
추진업무와 동향파악,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고회와 간담회를 총
5차례에 걸쳐 가졌으며, 민간단체인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방문 면담과 밀양,
가덕도 등 유치지역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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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14. 8. 27 ~ 2016. 6. 30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장상수

김 혜 정

위

원

조성제, 김원구, 김재관, 류규하, 이경애

주요 활동실적
•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구성('14.8.27)
•활동계획안 채택('14.10.17)
•범시도민추진위 방문('14.10. 23) 및 밀양·가덕도 현장방문('14.11.5)
•간담회('14. 9. 19, 10.13, '15.3.19), 업무보고('14.9. 25, '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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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구성배경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달려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와 지방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 추진 지원과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지방분권추진특별
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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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적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근원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지방분권추진특위는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동 추진, 대구시,
자치구·군 및 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분권운동
방향 정립과 분권 추진 마인드 제고를 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국 4대 자치단체협의체와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을 통해 시도의회에
'지방분권특위' 구성 및 대정부 활동에 공동대응하며, 지방분권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활동기간
제22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14.8.27∼2016.6.30(1년
8개월)까지이다.

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부위원장

최인철

차 순 자

위

원

오철환, 임인환, 김원구, 강신혁, 이귀화, 조홍철,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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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사항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 구성(2014. 8. 27)
•대구경북의 미래와 지방분권개헌토론회(2014. 10. 29)
•대구시 업무보고 및 활동계획안 채택(2014. 11.11)
•지방분권리더 100인 결의문 발표(2014. 12. 30)
•경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위와 업무협약 체결(2015. 6. 17)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와 업무협약 체결(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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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배경
세계물포럼은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치적 선언 도출,
비즈니스 차원의 물 관련 엑스포 등 세계물위원회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물
분야 국제행사이다.
1997년 모르코 마라케시를 시작으로 네델란드 헤이그(2000년), 일본 교토(2003년),
멕시코 멕시코시티(2006년), 터키 이스탄불(2009년), 프랑스 마르세이유(2012년)에서
세계물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이 합심하여 제7차 세계물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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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유치하였다.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느 한곳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회와 시민,
기업, 대구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기에 어느 때
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구성목적
세계물포럼은 '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앞으로
핵심자원이 될 물에 대한 국제이슈를 대구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대구의 물관리
정책과 물관련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대구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산업은 흔히 이야기 하듯이, 21세기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과거에는 석유로 세계패권이
나뉘었지만 오늘날은 21세기의 금으로 불리는 물과 관련된 산업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강자로 등장할 수 있다.
250만 대구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대구를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세계물포럼이므로 특위에서는 세계물포럼의 대회준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기간 : 2014. 8. 27 ∼ 2015. 6. 30(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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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부위원장

박상태

최 재 훈

위

원

오철환, 차순자, 도재준, 장상수, 배창규

주요활동실적
•세계물포럼 추진상황 업무보고 등 회의개최 ('14. 9.26, 10.13, '15.1.30)
•
「세계물산업 동향 및 대구시 물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14. 11.6)
•세계물포럼 조직위 대구·경북 합동보고회 참석 ('15.1.21)
•세계물포럼 해외홍보 ('15.2.23~3.2)
•세계물포럼 대회시설 점검 ('15.4.10)
•세계물포럼 국내 홍보 13회 ('15.1.30~4.8)
(동대구역, 부산, 광주, 서울, 제주도, 대구시 8개 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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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

우리지역에서는 91개(축제 57, 행사·전시회 등 34)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주도나 일부 단체에 예속되어 개최됨에 따라 관광
상품화되지 못 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축제의 선진화를 위하여「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축제 활성화와 대표축제 육성·발굴을 위해 지역축제 및 육성
조례 제정, 축제활성화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촉구하며, 축제평가시스템은
축제선진화추진 특위에서 구축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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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역축제를 재점검하고 특위활동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축제 활성화와 대표축제의 육성, 발굴 등 축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며
대구바로알기운동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지원, 축제 평가 실시
등으로 축제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행사 등을 축제의 정의로 규정하며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활동내용
•축제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 구성(12.19.)
위 원 장

부위원장

임인환

강 신 혁

위

원

오철환, 최광교, 김재관, 최인철, 최재훈

•토론회 및 간담회
- 대구시 축제선진화추진을 위한 토론회(1. 28.)
- 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4. 1.)
•2015년 각종 축제의 관한 집행부 업무보고(3. 24.)
- 대구치맥페스티벌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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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대구컬러풀페스티벌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향후 의정활동계획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만의 특화된
콘텐츠와 정체성을 가미한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특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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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

제안이유
가. 2012년 7월 지난 5대 의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여러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금년 4월 2일 의결하였음.
나.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요구됨.
다. 우리가 제정한「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결의안
우리는 대구시민의 대표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한 노력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한 변화, 대구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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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대구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5. 5.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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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삼성 업무협약(MOU) 지지 성명서

대구시와 삼성그룹이 오늘 북구 칠성동 및 침산동 일원의 옛 제일모직 부지를
국내 대표 창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대구는 1954년 호암 이병철 선생이 대구에서 제일모직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기업을 만들었고, 오랜 세월 삼성과 역사를 같이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시와 삼성이 미래를 향하는 첫 발걸음인 동시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대구에서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고 한단계 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와 삼성과의 업무협약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

하나. 시의회는 대구시와 삼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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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시의회는 삼성그룹이 지역내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시의회는 삼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기업을 대구에 세웠듯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창조경제 성공 단초가 되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9. 1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제16집 의회보

305

대구광역시의회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1월 19일 새벽 유엔 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 11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12월 유엔총회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의 토대가 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3대 세습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장기간 극단적으로
진행돼왔음을 인지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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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인권 참상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개선 노력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북한관련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관련 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4. 11. 2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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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문
제안이유
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 안보와 제2 관문공항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남부경제권의 지역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므로 특정지역이 아니라 남부경제권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건설되어야 함
나.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의 수요가 2023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므로
남부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영남권 5개 시·도 주민들이
요구해온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가 공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부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최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라.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염원을 담아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공정한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건의안
지난 25일 남부권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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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의 항공수요는 2030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부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남부권 주민들이 요구해
온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가
공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는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부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고 접근성, 건설비용, 부가적인
인프라투자 등 모든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 안보와 제2의 관문공항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남부경제권의 지역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므로
특정지역이 아니라 남부경제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와 250만 대구시민은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정부는 입지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남부경제권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2. 남부경제권내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입지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014. 8. 27.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제16집 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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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질문건수
구분
계

제225회 제226회 제227회 제228회 제229회 제230회 제231회 제232회 제233회 제234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계

23

8

문화체육

4

1

교육

2

산업₩경제 2

3

1

3

1
1

1

1
1

환경₩보건 4
사회₩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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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1

교통

5

3

2

도시계획

3

1

1

건설주택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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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교 □ 창조경제단지 활성화 선결 문제
의원
•대구가 정말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
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규
제개혁이며 규제개혁은 대구시만의 일방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보다는 반드시 창업자와 기업
의 입장에 맞춘 맞춤식 규제철폐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창업자와 기업의 입장에 맞추어 타 시도에 비
해 높은 입지규제 발굴과 개선,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기업민원 원스톱 지원 방안을 더욱 확
충해 나가겠음. 또한, 안 되는 방향으로 규정
을 해석하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는
반드시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는 관용을 베푸는
면책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음. 아
울러, 대구시만의 규제개혁이 아닌, 대구지역
의 특별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가 함께하
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11월중
『대구지역 기관·단체장 규제개혁합동간담회』
를 정례화하여 규제개혁의 시너지 효과가 시
민과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겠음.

•제일모직 후적지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창조경
제를 상징하는 메카로서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를 능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삼성그룹이
나 정부와 협의하실 생각은 있는지?

- 대구창조경제단지는 제일모직이 우리나라 산
업화를 선도한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는 한
편, 현재의 시대적 요구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시설과 시민의 Needs를 반영
하는 주민문화시설로 조성하게 됨. 중점시설
로 벤처기업 멘토링, 사무공간 제공을 위한 스
타트업 지원센터, SOHO 오피스 등을 구축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가의 작
업공간, 전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
창작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발
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역사적 상징물
들은 보존하면서, 문화와 기술이 융합하는 창
의생태계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와 대구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메카가 되
도록 삼성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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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단지 인근에는 고성동과 칠성동 같이
옛 도심지역이지만 재개발되지 않은 채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음. 이 기회에 창조경제단지
와 더불어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에 견줄만한
‘창조경제밸리’
로 조성하게 된다면 창조경제
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낙후된 도심을 재생시
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창조경제단지가 가져온 모처럼의 기회
를 살려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계기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 대도심지역을 재정사업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 대구시 재정 여건으로는 쉽지 않음. 그러
나,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터 활용방안의 하나로
「창조경제타운」
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구창
조경제단지 조성을 계기로 도청 이전터, 경북
대, 동대구벤처밸리 등을 잇는
「창조경제벨트」
를 구축하여 창업허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
음.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들이 유기적
으로 작용하는 창조생태계를 완성하게 되어,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인근의 고성동, 칠성동
일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됨.

이재화 □ 대구시 장사시설 문제해결 로드맴 조속한
마련
의원
•대구시 납골당 시설인 칠곡 지천면 공설봉안당
과 대구시 화장시설인 수성구 명복공원 등 대
구시 장사시설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구
시 공설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문제해결을 위
한 종합로드맵 마련 및 추진 촉구
•공설봉안당의 봉안능력은 작년 말 현재 제1봉
안당은 봉안능력 12,488기 중4,515기, 제2봉
안당은 17,612기 중 3기만 남아 있음. 매년 평
균 2,200구 정도가 공설봉안당 유입추세를 볼
때, 2015년에는 만장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일반 시민이 공설봉안당 사용비용은 20만원이
지만 일반 사설납골시설을 사용하면 수백만원
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그 동안 공설봉안당
증축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칠곡군과 여러 차
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설봉안당의 봉안대란의 문제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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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칠곡에 있는
공설봉안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 있
는 봉안여력이 4,137구이며, 예정대로 가면 한
2년 내로 만장이 됨. 대구시에서는 2010년도
부터 증축 1만구, 신축 6만구를 계획했으나 주
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완강한 반발로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음.
- 대구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2012년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한정해
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년에 한 500, 600
구 정도가 안치되고 있고 포화기간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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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 관련부서, 경북도의회, 경
북도 관련부서, 공설봉안당 인근 주민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 지역발전거버넌스를 만들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제안함.

정도로 늦어졌지만 일반시민들께서 민간 납골
당을 이용해야 되는 과도한 부담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주민들과의 협상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린벨트
(68만㎡) 해제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의를 하였
으나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협상진전이 없
음.
- 지금 포화상태, 만장사태가 예견되는 것을 그
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주민들과 진솔한
협의와 대안의 장소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음

•다음, 명복공원은 신축된지 50년이나 됨에 따
라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매년 평
균 1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 24억원이 유지보수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현재, 명복공원의 시설 노후화가 얼
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음. 또한 명복공원의 화장률 통계 추이에서, 작
년말 현재 사망인원 대비 76%를 기록하고 매
년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화장처리능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혼란
이 야기 될 것이 불 보듯 뻔함.
•화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처리능력 포화
상태인 명복공원과 납골봉안시설의 만장상태
가 도래한 공설봉안당 등 대구시 장사시설 문
제에 대해 종합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
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명복공원 화장시설 문제도 거의 유사함. 과거
외곽시설 이었으나 현재 도심권내에 시설이
며, 시설노후화로 막대한 시설보강비가 투입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률의
증가세로 보면 2022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
이 불을 보듯이 뻔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납골봉안시설과 명복공원 두 가지
를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김재관 □ 만남의 미술관(이우환과 그 친구들) 조속 건립
의원
•만남의 미술관 건립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진단해보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시의 추진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임.

- 만남의 미술관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
은 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생
각되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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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남의 미술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님 취임 후 3일만에 만남의 미술관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시민
들이 기대하고 있고 부산, 광주와 치열한 경쟁
을 뚫고 시작된 중요한 사업에 발언을 하신 것
에 대해 향후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집행에 심
히 우려됨. 부정적인 발언 이후 대구에서 유치
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에서 유치하고 싶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음.
시장님! 대구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세계적
인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수많
은 대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남의 미술
관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 사업 관련하여 시민 사회의 의견이 엇 갈
려 온 것이 사실이며, 시장 개인의 철학과는
별도로 또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
들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해갈
것임.
9월 11일 설명회에서 작가 이우환은 분명한 건
립의지와 미술관의 비젼을 밝혔지만 작품 구
입비 참여작가,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불명확
한 상태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
사업인 만큼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여야 하고
시의회와 시민적 동의 위에서 사업 추진 여부
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결정을 할 조건
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다음은, 만남의 미술관 작품구입에 관한 질문
임.
초기 작품구입에 수천억원이나 되는 작품 전부
를 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립 설명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의 작품은 적극 설득하여
기증을 받고, 일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소장
하고 있는 소장자들을 설득, 기증이 어렵다면
대여 형태 등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
각됨.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 대구에 생긴
다면 그 명성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발걸음
이 대구로 향할 것은 자명하다고 확신함. 그리
고 미술관 가까이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봉산문화회관, 대구미술관 등 기존의 우리 문
화예술시설과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근대
골목 투어, 그리고 김광석 거리 등을 엮는다면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
며,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문화예술분야 사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시장님께서 제시한 오로지 시민

- 작품구입비의 경우 약정 금액 100억으로는 어
렵다고 이우환 화백은 이야기 하였으며, 대략
적인 제안을 요구하였고, 참여작가와 및 컨텐
츠와 관련하여 조금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요
청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현재
로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시기이고, 현 단계는 2013년 약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사업 전체의 환
경과 사업비 부분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절
차를 이행해야함.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먼저, 당초 약정
원안대로 추진, 두번째 작품 구입비가 100억
원을 넘는 경우는 예산을 증액하고 중앙투융
자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할 것이므로 금
년도 예산 편성은 어려우므로 사업이 지연될
것임. 세번째는 답이 없거나, 중앙 정부에서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예산만으로
진행하여야 되고, 다시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렇게 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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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란 시정 비전을 완성하
고,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문화융
성에 발맞추어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어,
대구시민들께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미술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운 결단을 할 것임.
이우환 화백의 답변이 오는 대로 시의회와 공식
적 비공식적 협의를 거치고,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최길영 □ 도청후적지 활용방안 및 대구시 신청사 건립,
동구역~종합유통단지간 도시철도 연결
의원
•도청후적지 개발,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와 동대구역에서 유통단지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림.
•먼저,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북도청이 내
년 7월 산격동시대를 마감하고 경북 안동·예
천으로 떠나갈 예정이나 이전 발표된 이후 8
년이 지났지만 도청후적지 개발에 대한 고민
만 하다가 8년의 긴 시간을 허비하였음. 국립
인류학박물관부터 연암드림앨리까지 대구시가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할 때 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은 점점 커졌으며 급기야 '도
청후적지 개발 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책위원
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음. 특히, 지금까지 언급
된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
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
어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중으로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음. 특별법 개정을 전
제로 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민
자유치나 대구시 자체사업 추진은 전혀 고려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 질
문을 드림.

- 먼저,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의 결정시기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음.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8월 공청회
를 거쳐 1차안이 마련되었음. 국토연구원의 활
용방안은 도청 이전터를 '창조경제 및 정보통
신기술(ICT) 인재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
고 창조경제 전지기지로서의 개발한다는 방안
이며, 용역 결과를 좀더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까지 도청이전터 개발 계획을 완료하도록 하
겠음. 활용방안 중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내용 미흡 보완, 용역 이후 옛 제일모직터에
삼성 창조경제단지 조성 발표로 역할의 중복
기능 조정, 민자사업 유치 등의 계획을 보완하
여 완료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변지역 활
성화를 위해 도로, 주거 등 지역개발 방안 등
을 보완하여, 시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하
도록 하겠음.
- 다음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구시의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도청부
지 매입가격은 최소 1,500억원 이상으로 추정
되며, 시 자체예산으로 매입불가하여 국비사

제16집 의회보

315

제229회 임시회

316

첫째, 더 늦기 전에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을 결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이 결정 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도
청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거
나 실패할 경우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대안은? 셋째, 어떤 활용방안을 마
련하든 도청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급격한 슬
럼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청 주변
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은?

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이전터 매입과 개
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국가재정 부담 사유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대구, 경북, 대전, 충남 4개 시·도는 '부지만
국가가 매입' 하도록 하는 공동대안을 만들어
국회 및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계속 지연될 경우 시에서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질문으
로 시장님께서 후보시절부터 신청사 건립을
전시행정이라 단정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
내자 환경은 급변했으며, 그러던 중에 조직을
확대·개편 과정에서 업무공간 부족 문제가
드러나자 제2별관 임대라는 응급조치를 내렸
으나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
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임. 잘 지은 시청사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 시민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 이상의 청사 임대는 그
만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별관 청사로는 연계 업무 간 효율이 떨어
질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힘들 뿐만아니라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해 행정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둘
째, 신청사 건립을 통해 광장문화를 활성화시
킴으로써 시민의 단합과 화합 뿐 아니라 대구
시와 시민 간의 화합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됨. 셋째, 신청사 건립을 대구의 랜드마크
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관광의 필수
코스 등 투자적 요소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함.

- 다음은 경북도청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경북도청 관통 도로개설
사업은 매우 어렵고,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산격1동, 4동 지역에 국토
부의 [도시활력증진개발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015년 1월부터 2018년 까지 총사업비 60억
원 (국비30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 가
로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없
이 먼저 종 상향조정 할 경우 지가 상승 등 전
체적인 도시 정비에는 오히려 역작용 발생우
려로 도청이전터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검토되
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은 대구시청사 건립과 제2별관 임차에 따
른 민원인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낙후된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는 생각에서 시청사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공
약을 하였지만, 취임 후에 시청사가 많이 노후
되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심각
하게 느껴졌으며, 고육지책으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호수빌딩(제2별관)을 일부 임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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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에 시장임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시장님
께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리고 제2별관 임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호수빌딩에 배치된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감사관실 등 민원인들의 왕래가 적은 부서 중
심으로 배치했음. 청사의 건립은 시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00억원의 청사건
립기금 조성 목표가 끝나는 2016년 이후 시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건립에 대한 충분
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음.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 간 도시철도를 건
설한다면 복합 환승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종합
유통단지까지 연결함으로써 도시철도 다른 노
선과의 환승이 가능해, 대구의 어디에서든 접
근이 가능함.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엑스코
의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대구
역에서 종합유통단지구간 도시철도 조기건설
이 최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마지막으로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간 도
시철도 조기 건설문제는 100% 동의하며, 고민
속에 1,2,3호선이 건설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경제와 교육과 그리고 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잘 피해서 노선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으며, 임기중 몇 곳을 할 생각이며 최우선
순위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동대구역에
서 유통단지까지 입니다만 이 부분들과 관련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동대구역 혼잡교통
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교통계획을 받고 있습
니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가면 80% 국비가
투입되며 2~3km정도만 도시철도를 연결하면
될 것 같음.

장상수 □ 남부권신공항 건설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의원
•남부권 신공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
을 도모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남부권의 미
래를 열어 줄 핵심 인프라일 뿐 아니라 남부권
에 사람과 물류, 산업을 집중시켜 남부권 전체
발전을 이끌어 갈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2포트
(two port) 시스템의 무용론과 입지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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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거진 지자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으로 신공항 건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으나,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남부권 항공수요는
2030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므로 신공항 건설 등 장
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음.
이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면 과제를 확인
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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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천명한 중앙정
부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자체 간의 이
견을 중재하거나 입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 견해는?

- 향후에 진행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합리적
인 방법으로 실시되어 입지선정 및 평가 결과
에 불복하는 등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간 신공항 건설의 기능과 목적에 대
해 명확하게 사전합의 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부도 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과 협의
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음.

•타당성조사의 원칙은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
가 나온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만, 이렇게 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돼 2년 후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를 비
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입지타당성조사와 예비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발주해 타당성조사 기간
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시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
고 동시발주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어떤 노
력을 할 것인지?

- 입지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사내
용, 주체, 기간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
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이며, 입지타당
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므로 함께 발주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입
지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추진하여 최적의 신공항후보지를 선정한
후 5개 시도와 협력하여 별도의 예비타당성조
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속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지금의 상황은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
에 김해공항 존치 후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

- 남부권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는 것이 첫 번
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남부권 5개 공동체가
이용에 유리하고 활용 가능성 높은 지역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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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등의 부산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
해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
화하는 등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
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공항 유치를 위
해 어떠한 활동을 펼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
람.

지가 선정되어야 함.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
해서는 영남권 5개 시 도가 서로 협력하면서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음. 2011년 신공
항 무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논
리를 배제하고 경제 및 기술논리로 접근해야
함. 이를 위해 신공항추진팀을 확대 보강하여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대구
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는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최재훈 □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연기 사유 및 경제적 손
실 문제와 노선연장 추진 촉구
의원
•올해 4월부터 도시철도3호선 전 구간에 걸쳐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음. 도시철도 3호선 개
통 연기와 관련 다음 3가지 질문에 시장님 답
변해 주시기 바람.
첫째, 기본계획수립부터 지금까지 약 8년의 시
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동안 동절기대비 결빙
이나 폭설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둘째, 시험운행기간동안 안전상의 어떤문제가
발생하여 개통을 연기하게 되었는지?
셋째, 개통 연기 기간동안 어떤 안전점검이 이
루어지는지?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떠한 대비책
을 마련하고 계신지?

-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었음. 그렇
기 때문에 동절기 시운전을 거치고 난 이후 영
업시운전 2개월을 거쳐서 개통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3호선 개통
연기가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기했다"
라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
었다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2006년도 기본계획 당시에 설정했던 개통시
기보다 몇 달 연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

•대구시는 3호선 개통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시
민안전만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음. 3호선 개통연
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 시에서는 개통연기와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거나 손실이 있더라도 최소화 되
도록 몇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첫째, 차량구입비 정산 관련하여 당초 계약조
건이 계약 후 선금 20%, 차량반입 후 50%, 시
운전 완료후 20%와 개통 3개월 후 10%는 당
초 개통 예정했던 기간('14. 12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통된 후 지불하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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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연기된다고 해서 차량구입비상으로 손실
은 없음.
둘째, 인력운영에 따른 손실 우려부분은 인력
의 선발 배치를 개통 연기에 따라 시기를 조정
하였고 시운전을 위한 인력은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과 신규채용직원이 담당하므로 인력운
영관련 운영손실의 가능성은 없음.
셋째, 시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부
담발생 우려 부분은 준공기한이 되었을 때 까
지 비용 추가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계약변
경이 완료되어 손실우려 없음.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최
대화 하고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대구미술관을 거쳐 대구스타디움까
지 도시철도 3호선 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론화 할 필
요가 있음. 시장님의 생각은?

- 대구스타디움까지만 바로 연결할 경우에는
B/C가 안 나온다고 들었음. 결국은 혁신도시
까지 연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2단계 중장기 계
획안에 혁신도시까지 가는 것으로 반영하고 1
단계 공사는 대구스타디움까지 하는 방향으
로 검토하겠음.

박상태 □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및 월배신도시 도
로망 조기 구축
의원
•상인, 월배지역은 도시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이용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현재 차량을 이용해 경산과 칠곡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천교를 통한 앞산터널로와
월성동 학산중학교 뒷길로로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음. 월배신도시에서 타 지
역으로의 이동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유천
교 부근에 정규 IC 설치가 필수적임. 유천IC를
정규 IC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 견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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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네거리에서 월성네거리 구간과 학산중학
교 뒷길은 출·퇴근 시간대 도시고속도로 진
출입 차량의 집중으로 상당한 지·정체가 발
생되고 있어 유천교 부근에서 고속도로 본선
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 유천IC 신설
이 반드시 필요하나 유천IC를 정규 IC로 건설
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뿐 아니라 IC 건설 비용 전액을 우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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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하이패스 전용
IC건설을 국토부"제3차 혼잡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월배신도시는 2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
며, 향후 미 건설된 아파트 블록들이 아파트
로 개발된다면 3만 7천명의 주민 증가가 예상
됨. 출퇴근시간대에 도로망이 주차장이 될 것
이 불보듯 뻔함.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간
도로와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간의 도로라
도 조기에 완공한다면 차량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월배신도시 9개 미
개설 노선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노선이라도 조
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월배신도시내 9개 미개설 노선 전체를 건설하
는 데는 총 2,353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
여 일시에 모든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의원님이 제기 하신대
로 2~3개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우
선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이경애 □ 검단들 개발 및 이시아폴리스~종합유통단지
연결도로 건설 관련
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대구시의 어
정쩡한 태도는 이해 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
을 부추기는 등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대
구시의 정책 방향은? 추가 보완책으로 검단들
개발의 차선책으로 인근 공단 등에서 요구하
고 있는 산업 용지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
을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는?

-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와 중소규모의 공단
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겠음. 농
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검토과정으로 지금 1차 용역에서는 리모델링
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용역이었음. 그때
이전이 낫고, 이전을 한다면 검단들이 좋다고
판단하였음. 도매시장 이전문제는 또 다른 측
면에서 보면 검단들로 보낼 경우에 상당한 부
분들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임.
이 문제는 따로 따로 떼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봄.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결도
로와 다리의 건설에 대해 최근 다시 예비타당
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수천

- 이시아폴리스에서 복현사거리까지 검단들로
넘어오는 연결도로 건설문제도 검단들이 어떻
게 개발되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짐. 지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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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이시아폴리스와 지역
물류의 중심인 종합유통단지의 연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혜의 자연 자원인 팔공
산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관광자원으로
서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업임. 종
합유통단지와 이시아 폴리스 연결도로가 당초
안 대로 예·타를 무사히 통과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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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금년 1월 달부터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중간보고 상황으로는 B/C가 썩 좋지가 않
음. 그래서 지금 6차선 부분들을 4차선으로 좁
혀서 C부분들을 줄임으로 해서 경제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만 썩 좋은
행정은 아님. 그래서 제안해 주신대로 검단들
개발과 이시아폴리스 연결도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이 부분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함께 발표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림.

제230회 정례회

조성제 □ 화원 구라리, 다사 서재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및 화원 부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의원
•지역주민들은 지금 토지 소유자들끼리 조합을
구성해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대구시의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이 중간에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구라리, 서재리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궁금해 하고 있
음. 구라리와 서재리 생산녹지지역에 민간조합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화원을 대구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교
도소 주변지역 도시환경 개선이나 도시재창조
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낼지? 지금의 상업
지역 면적으로는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할
수 없다고 보며, 대구전체의 발전을 위해 화원
읍의 상업지역 면적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 내년에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착수 되며, 여기서 개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신
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도 개발방향이 결
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난개
발 문제는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 할 수도 있으나 개발 방향과 시기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개인의 토지이용
을 제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관할
달성군과 협력하여 우량 농경지 보호 차원에
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난개발을 예방해 나갈
계획임.
-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은 법무부에서 2017년
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현 교도소 후적지에는
문화시설, 교정박물관, 야외공연장 등 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계획중임.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
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부도심 육성은
꼭 필요함. 이를 위해서 먼저
「2030년 도시기
본계획」
에서 우리 시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재진단 후 부도심별 발전 전략을 수
립할 계획임.

김혜정 □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의원 •시행 9년째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공
공성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는 지적을 받아 왔기에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
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임.
•기사채용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채용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버스 채용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외부인사, 노조 등
이 참여하는 그 명칭이 채용심의위원회가 되
었던지, 버스기사채용협의회가 되었던지 구성
하여 반기별로 일괄채용 후에 버스회사에 배

제16집 의회보

323

제230회 정례회

분하는 방식으로 채용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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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예비차량 일부라도 줄여서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구시는 예비차 보유율은 현재 6.2%이며, 예
비차량 감차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
으로 목표를 4%대로 낮추어 나가겠음. 다만
26개업체중 14개 업체는 예비차량이 3대 이하
인 업체임.

•버스노선 조절에 있어서 장대노선, 굴곡노선,
노선편중 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와 버스, 간
선과 지선노선의 환승 및 연결노선을 잘 파악
하고 교통혼잡 지역내 중복노선의 유입을 줄
여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
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따른
「대
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테크
노폴리스, 혁신도시, 금호지구 등 도시외곽의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신규공급 발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잉여차량은 상당수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차를 적극 검토하
겠음.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버스업체를 적정규
모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시내버스 업체 대형화를 추진하여 인수·합병
한 업체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이윤 지급 등 공
영차고지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으로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
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음.

•협약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
정의 갱신이 필요함.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는?

- 준공영제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개정보다 더 중요하고 손쉽
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수입금공동관리지침
과 표준운송원가정산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
고 생각함. 2015년에 수입금공동관리지침과
표준운송원가정산지침을 개정해서 운영기준
의 명문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
항 등 시가 확실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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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 범안로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해결 방안
의원
•범안로 민자사업을 방치한다면, 수천억원의 운
영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은 통행료까
지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당시 시장
님이 공약하신 범안로 무료화 추진을 위해 어
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 당장이라도 사업권을 매입하여, 회수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혈세의 누수를 막
는 길일 것으로 판단함. 시장님의 생각은?

- IMF 직후에 엄청난 이자율, 그리고 민간에서
그런 이자율을 주고도 민자를 유치하기 어려
웠던 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은 과도
했다고 생각함. 무료화 방침을 정하더라도 첫
번째는 사업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함. 지금 현
재 사업자는 사업권을 시로 넘길 의향이 없다
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답임. 두 번째, 사업자
가 동의할 경우에 1,850억원의 원금을 일괄적
으로 갚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문제 발생. 현재
행자부에 기채 승인을 받지 않고 1년에 기채를
조달능력은 859억원임.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기채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분은 일
년에 한 200억원 정도로 만약, 앞으로 지하철
공사나 모든 SOC, 기채와 관련된 SOC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기채
발행을 통해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기채를 활
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으며, 기채발행을
통해서 이 사업권을 우리가 인수하려고 할 경
우에 행자부로부터 별도의 기채 사업으로 인
정을 받아야함. 세 번째, 그 부분들이 해결된
후 기채를 빌릴 경우에 지금 우리 대구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음. 1,850
억 + 알파 부분들을 한꺼번에 빌릴 경우에 이
부채비율 자체, 재정 건전성 등에 상당한 영향
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의 조기회수 협상에 미온
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등,
난항에 부딪힌다면, 삼덕 요금소와 고모 요금
소를 폐지하고,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등 행정

- 범안로 운영권 회수에 따른 법정 소송 불사 문
제는 범안로 무료화를 시행하고 언제 시행할
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당사자와 우선 협의
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문제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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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대구시와 시민들의 권익
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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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갑작스러운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교통수요
를 근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의 협약을 체결
하는가하면, 꼭 필요했던 황금아파트네거리~
범안삼거리간 도로 대신 시급성이 떨어졌던
두리봉터널로를 먼저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에
게는 유니버시아드로 건설공사 사업권을 그것
도 당초계획의 150%가 넘는 공사금액에 수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등 사업추진과 이후 운영
전 과정에서 일어난 납득하기 힘든 특혜의혹
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임.

- 납득하기 힘든 교통수요를 근거로 최소운영수
입보장 협약 체결 문제, 유니버시아드로 도로
건설 공사 수의계약 문제 등 법적으로는 문제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지적을 주셨고, 그리고 유니버시
아드로 건설도로 수의계약은 사업자 공모 단
계에서 수의계약 부분들이 조건으로 제시되었
던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히 따져
보겠음.

•아울러, 앞산터널로 등 향후 민자유치 기반시
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금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 앞산 터널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이 개통
후 5년간만 추정통행료 수입의 50~80%일 경
우 재정지원 하도록 협약되어 있음. 그런데 현
재 앞산 터널로의 통행료 수입은 협약대비
46.4%임. 이 정도 수준의 통행이 유지가 된다
면 5년간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
결국은 추가적인 재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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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 대책
의원
•현재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빚어낸
결과라고 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으로 교육 재정을
마냥 쏟아 부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며, 학
교운영주체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
저도 무시한 채, 소위 '내도 되고 안내면 그만'
이라는 타성에 빠져있는 사학들을 양심에만
맡겨두지 말 것을 요구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대한
대책
2013년도 기준, 초·중·고의 법정부담금은
190억원이며, 이중 30억원(16%)을 학교법인
에서 부담하고 있음. 2013년도 기준, 전국 법
정부담금 평균납부비율은 22.1%이며, 대구는
16%로 시·도교육청 중 9위임. 사립학교 수업
료 및 입학금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해져 있
으며, 학생들을 추첨 배정받고 있어, 부족한
교직원 인건비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
산의 구조적인 문제(저수익 토지 72.9%),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현행법령 상의 문제,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없
고, 수업료 및 입학금이 정해져 있어, 사립학
교 회계수입이 열악한 상황임.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구조 조정 지도(저
수익 토지 고수익 건물 등 수익률 향상), 법인
회계 결산 분석 시 법인별 수익제고 자구책 마
련 지도, 법정부담금 완납 법인에 대한 인센
티브를 강화하겠음.

둘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율이 저조한 사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교육감님 답변 바람.

- 사립학교 교원 선발 교육청-학교법인 공채위
탁 MOU 체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회계·행정 전산시스템 사용, 학교법인 및 사
립학교 회계 예·결산분석을 통한 지도 점검
확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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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 대구의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와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개선 촉구
의원

328

•첫째,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위기대응방안은 있는지?

- 대구인구감소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해말부터 인구정책 관련 담당사무관과 대구경
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인구증대를 위한 워킹그
룹(Working Group)을 구성(29명)하여 인구
증대 실행전략 수립 중임. 조만간 마련될 인구
증대 실행전략 방안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낮은 합계
출산률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정책 추진,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둘째이상 양육지원금 지급 등 시민들의 경제
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
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 일가정 양
립 문화정착을 위한 출산친화기업 확대 운영
(30개 추가) 및 대구형 일가정 양립센터(대구
여성가족재단 내) 설치,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시민 출산장려교육과 홍보
강화, 인구유출 최소화 및 인구유입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감소 최소화, 상공계와 협력하여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근로여건 개선, 우량기
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의 역외유출 방지, 낙후된 지역 인구유출 방지
를 위해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하겠
음.

•둘째,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자
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
8조에 의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지
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자살예방 관련 지원예
산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16년「대구광역자
살예방센터」
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제232회 임시회

•셋째,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한 지역의 자살원인
규명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정서적 관리를 위한 전담의료
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시장님의 의
견은?

- 심리적부검 등을 통한 지역의 자살원인규명조
사 및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의료
기관 지정 운영 계획임. 경찰청, 정신의료기관
과의 협의하여 금년에 추진하겠음.

임인환 □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과 관련하여
의원
•대구시가 당초 상가임대료 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리권은 캠코에 주고 비용보전은 시에서 하는
이런 불리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 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캠코가 금융 자금
을 차입하여 개발을 추진, 소유권과 개발이익
은 우리시에 귀속되고 위험부담도 대구시에
있음. 롯데백화점과 시민회관 연결 입체 보행
교 설치, 주변환경정비 개선이 이루어지면 상
권이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하고 임대료를 산정
하여 결과적으로 임대가 원활히 되지 않아 시
재정 부담이 증가 됨

•상가 임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지?

- 상업시설 임대활성화 방안으로 임대방식 변경
(층별 일괄임대 실별 분할임대), 전문가의 자
문을 받아 임대 적정가 작성, 원리금 상환기간
변경(20년간 12년간)하도록 하겠음.

•시공 단가 책정시 검토는 제대로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 시민회관 공사비 평당 680만원 정도로 시민회
관과 규모 성격이 비슷한 군산 예술의 전당의
경우 평당 1,300만원 정도 투입되었음을 감안
할 때 공사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캠코와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재협상
으로 운영권을 되찾는 등 특단이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 캠코의 임대수익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시재정
부담이 증가한데 대해 책임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제16집 의회보

329

제232회 임시회

김원구 □ 상리음식물 처리장과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의원

330

•상리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바람.

-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13년 6월
준공이후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이 3년간의 의
무운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음식물쓰
레기 처리부족, 바이오가스 성분불량, 음식물
폐수 처리기준 초과 등 당초 입찰안내서의 성
능보증기준을 미달하는 문제점이 있음. 음식
물쓰레기 처리성능보증기준은 가동일(313일)
기준으로 288톤이나 2013년 225톤, 2014년
229톤으로 80% 수준으로 부족 처리분에 대하
여는 의무운전비용 차감으로 손해배상조치를
하고 있음. 바이오가스 성분불량으로 CNG자
동차 충전사업이 차질을 빚었으나, 시공사부
담으로 보완설비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운전하
고 있음. 음식물폐수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미
달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사에서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폐수처리 보완설비를 올해 10월 중
완료할 계획임. 시공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부족 원인이 함수율 변동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입찰안내서에 계절적 요인, 사회적 여
건변화를 감안하여 설계하도로 되어 있으므로
시공사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시 입장
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대책, 향후 정책방향?

-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의 문제점은 슬러지
의 감량화 성능 미비와 운영비가 시공사의 제
안비용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것임. 개선대책
으로 건조고화시설의 처리공정 중 건조공정을
생략하고 시공사에서 고성능 탈수기를 설치하
여 슬러지 함수율을 80%에서 65%정도로 낮
추어 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하고 운영비를 절
감할 계획임. 이를 위해 건조고화시설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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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과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
에 의뢰하여 성능보증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 부적합시 시설 내구연한 잔여기간(11년)
동안 대구시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조치 후 인수할 계획임.
- 하수처리장의 발생 슬러지는 건조고화시설을
거친 후 감량되어 전량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의 중간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음. 향후 자원순
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쓰레기의
직매립이 규제되고, 쓰레기 매립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장기적으로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만
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해결
대책으로 하수슬러지의 연료화 또는 소각에너
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
후 하수슬러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고화시설의 운영방안을 전면 검토할 계획임.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시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소각장으로 추진여부? 373억이 투자된 슬러지
건조고화사업의 포기여부? 사업추진방식을 민
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여부?

- 성서소각장 1호기는 22년째 사용중으로 환경
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에
대비하여 개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효율적
인 폐기물처리 정책수립을 위하여 대구경북연
구원에 작년 9월부터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추진할
예정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하여 슬러지를 건조한 후 소각 또는 건조연료
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기 설치 운영중인
고화처리시설은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신중
히 결정할 예정임.

조홍철 □ 낙동강, 금호강 연안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개
의원
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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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호강 연안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낙동강과 금화강 연안의 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준비사항은? 강창교 동측 궁
산의 절벽을 이용한 인공폭포 및 야간경관 특
화사업에 대한 의견?

-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정책으로 2020년까지 1천만 관광객(내국
인 800, 외국인 200) 유치, 도심재생과 연계한
문화관광사업의 발굴, 달성습지, 화원동산으
로 이어지는 생태관광벨트 조성, 체류형 관광
을 위한 숙박·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을 하겠
음.
- 금호강·낙동강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이 고려된 친환경적 여가공간으로 개발, 낙동
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낙동강 수변 역
사누림길 조성, 달성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대
명유수지 생태체험장 조성, 낙동강과 금호강
을 연결하는 관광자원벨트의 구축하겠음.

•사문진 나루터의 유람선을 금호강까지 연장하
는데 대한 의견?

- 사문진 나루터의 유람선과 나룻배를 금호강까
지 연장에 대해서는 화원동산 및 인근의 관광
수요와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객의 확보가
필요함.

-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인접 경북의
시·군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 및 홍보,
고령군과 연계협력을 실무협의 및 행정지원
검토, 대가야 문화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거
점별 관광자원의 특화사업을 검토하겠음. 관
광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하겠
음.

제233회 임시회

이귀화 □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관련
의원
•민선6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두류정수
장 후적지 개발방향,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 발주 등 구체적 추진계획, 개발방안
마련시 주민참여방안은?

- 후적지 개발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검토
가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개발방향을 확정짓
지는 못했음. 연구용역 발주는 대구발전을 위
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지와 본
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겠
으며, 특히 본격적인 개발이전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유익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테마를 갖고, 어떤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고, 빠른 기간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주민참여 부문은 활용방안 마련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
다 중요하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겠음.

•장기공원내 입지한 혐오시설인 성서공동묘지
의 이장계획 수립 의향은? 장기공원 개발의지
및 5년간 단계별 조성계획은?

- 성서공동묘지 이장 관련해서는 성서공동묘지
는 1937년 조성, 현재 3,335기(무연분묘 1,614
기포함)가 매장되어 있음. 공동묘지 이장을 위
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따라 이장
을 해야 하나, 1995년 공원조성계획 수립당시
에 공동묘지는 이장에 따른 민원뿐만 아니라
이장비용, 이전지 확보, 개발타당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녹지 그대로 존치하였음. 공
원일몰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묘지이장을 위해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공원계획 시설개발에 우선
최대한 노력하고 공동묘지 이장문제는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 장기공원 개발의지 및 5년간 단계별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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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면적은 47만㎡(국공유지가 22.3%, 사
유지 77.7%), 공원시설 7만㎡(시설율 15%), 공
동묘지 포함한 녹지는 40만㎡임. '09년도에 어
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고, 향후 1단계(15~17
년)로 '웃는얼굴아트센터' 북편 주차장을 조성,
2단계(18~20년)로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산책로 등 공원필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민
선6기 들어서서 공원조성비를 약 두배로 늘였
지만 개발대상 공원이 워낙 많다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투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람.

배창규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추진
의원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 때 임용받지
못해 기간제교사나 학원강사로 나가는 등 교
육청의 근시안적인 교원수급관리로 인해 많은
임용예정자들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초등교사 임용 적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 2012년까지 당해 소요 인원만 선발하다보니 9
월 1일 이후가 되면 신규임용대기자가 부족하
여 퇴직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수
업의 질적 저하 등 계약제교원 책무성 부족에
따른 민원이 다수 있었음. 교대 졸업과 동시에
3월 1일자로 신규교사가 교육현장에 배치됨으
로 인한 현장 부적응에 따른 현장 적응력 제고
에 대한 요구가 많아 예비교사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2013년부터 소요인원의 1.5∼2배수를
선발하여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약제
교원 및 교육기부 활동 후 임용되는 예비교사
제 시행으로 임용대기 기간이 길어짐.
※ 2012년 2월 시·도 교육감과 전국교대 총장과
의 연석회의시 임용유예기간(3년)을 활용한 임용후
보자 대폭 확대 요구

- 예비교사제 시행에 대하여 학교 현장 및 교육
부로부터 우수한 인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
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 마킹해가고 있
음. 2014년부터 경기 불황 등으로 예년과 달리
휴직자수보다 복직자수가 증가하여 당초 예상
보다 임용대기 기간이 길어짐. 2016년 신규임
용은 교육부 정원 배정, 임용대기자,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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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복직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대기자의 적정 수가 유지토록 하겠음.
2014년 합격자는 2016년 8월말까지, 2015년
합격자는 2017년 9월까지 임용될 것으로 예상
됨. 임용대기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교사로 임용시 학교에서 교육 지
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대구지역 전체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특
히 도심지 중학교의 소규모화가 증가추세인데
도심지 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통·폐합 및 재배
치 검토는 도시지역 200명 미만, 농촌지역 60
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음. 적
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11년도에 감삼중, 2012년도 대구남중 등 2
개교를 폐교한 바 있고, 또한 달성군 지역 포
산중을 2016년도 이전재배치 계획이며, 경서
중, 구지중도 2018년 이전 재배치 추진중이며,
현재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도심
지 학교에 대하여는 먼저 신흥개발지구내 이
전을 우선 검토하고, 이전이 어려운 학교 중
인접 지역내 소규모학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음. 통·폐합 및 이
전재배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및 동창회의 협조 유도, 지
역주민의 여론수렴, 통·폐합 학교간의 교육
과정 조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연차
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도재준 □ 안심연료단지 이전과 제반 대책 마련 촉구
의원
(서면질문)

•안심연료단지의 폐쇄 또는 이전계획은?

-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연간 연탄 생산량이 3.4
만톤으로 떨어진 2001년에 안심연료단지의 이
전 및 개발을 위해 주거·상업지역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자체적인 개발은 성
사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8년 1월「안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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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에서 개발사업을 시
도하였으나 연탄공장의 부동의로 중단된 적이
있었음. 그간 연탄공장 이전을 위해 2010년 타
당성조사 용역 실시 등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해당지역이 거주지와 이격거리로 인해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 부지가 대구지역에 없는 상
태임. 연탄공장 대표자들은 경북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전지가 있더라도 2020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폐지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연탄공장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자발적인 폐업
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탄공
장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폐쇄 외에는 대
안이 없는 상황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는 의원님의 현실적인 지적에 공감하고 있음.
우리 시는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추진과 비산
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사업지원, 연료단지 폐
쇄 후 안정적인 연탄공급 등을 조율하고 총괄
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주민행복과 지역균
형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음.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보상대책은?

- 지난 3월 안심지역 주민들의 최종 건강검진(영
남대 의료원) 결과 진폐증 22명, 만성폐쇄성폐
질환 145명으로 확진되었음. 우리시와 동구청
은 환경성 질환자 167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지원예산('15년도):121백만원(시 61, 구 61)
*추경증액 36백만원

특히, 건강관리 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과 전
문가와 소통·협력하면서 피해주민들의 건강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음.
•피해주민의 환경분쟁조정신청과 민사소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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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행정 안내와 지원 사항은?

•대구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특단의 조치에 대
한 시장님의 견해는?

피해주민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많
음. 이에 우리시는 이미 환경분쟁조정신청 등
과 관련된 법령은 물론 유사 사례, 환경 소송
관련 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환
경분쟁조정신청과 소송 수행시 현장조사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계획임. 또한
정기적으로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 등
피해 주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음.
-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하
였으나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나서는
업체가 없었고, 대구도시공사는 상당한 적자
가 예상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
음. 연료단지와 구 반야월역사 주변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
지 조성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영개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
에 동의함. 향후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더라
도 안심연료단지 개발사업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개발 방향은 인근 혁신도시와 연계한 균
형개발과 주거,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부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유관단체와 전
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갈 계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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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 폐기물 에너지화(SRF) 시설 관련
의원
•폐기물 에너지화(SRF)사업을 대구시가 추진해
야 하는 사유는?

-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
라 정부정책에 부응코자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SRF사업 추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유는?

- 2008년 11월 민자사업 제안서를 KDI(공공투
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재정사업보
다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다고 평가됨.
시의회 채택동의, 대구시 및 기재부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에 대한 심의가결을 거쳤음. 도시철도3호선,
국가산단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1,230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됨.

•SRF시설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건
강에 대한 대책은?

- 서재지역에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실시간 알려
주는 안내전광판 설치, 유해물질 폐기물이 반
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주민감시요원 배치하겠
음.

•폐기물 반입수수료 미부과 폐기물에 대해서 주
민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유?

- 수수료가 면제되는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서 처리되는 소각재, 각종 협잡물 등이며, 타
광역시도 동일하게 면제 적용됨. 매립장 복토
재로 사용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고화토는 폐
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이 아니므로 반
입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김규학 □ 메르스 대응 대책
의원
•메르스 감염병의 발생에 대한 대구시 대응체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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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입방지를 위해 열화상감시카메라 설
치·운영, 대시민 홍보 강화, 의심환자는 대구
의료원 음압병상에 이송하여 검사결과 2회 음
성인 경우 퇴원조치, 밀접 접촉자중 무증상자
는 자가격리, 감염의심자 1명당 공무원 1인이
밀착관리, 일반관찰자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
터링함.
•메르스 발생시 의료장비, 전문인력, 격리수용
시설 있는지?

-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의료장비, 전문인
력, 격리수용시설로는 개인보호장비 3,718세
트, N95마스크 2,996개 보유, 5개 대형병원에
역학조사반 편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였으
며, 격리병상은 대구의료원 등에 47실(음압
27, 일반격리 20)운영함.

•메르스 관련 대구의료원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은?

- 대구의료원 이용객 감소로 6월까지 16억 정도
손실 예상, 국가지정입원치료기관중앙지원 유
무 등 손실분 지원방안 강구

최길영 □ 시민의 날 변경에 관해
의원
•시민의 날을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날로 변경해야함. 이에 대
한 시장님의 의견은?

- 현재의 시민의 날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
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하였음.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의 공식적 입장과 시
민의 날 선정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의 공식적 입장과 시
민의 날 선정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대구의 정
체성과 도시브랜드를 정립하는 차원에서『시
민의 날』
검토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재의
시민의 날이 좋다는 의견이면 그대로 존속하
고, 변경 의견이 다수이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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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의원
(서면질문)

•달성공원 동물원의 사육환경 열악으로 인한 동
물폐사 등 문제와 달성토성의 문화유적 복원
에 대한 견해는?

- 달성공원 동물원의 경우, 관리인원이 소장 1
명, 관리팀 14명, 사육팀 13명, 청원경찰 4명
등 총32명이며 이 중 소장을 비롯한 3명이 전
문 수의직으로 타 동물원에 비해 전문인력 배
치와 시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근 3년간 노화 등으로 폐사(43마리)한 것보
다 출생한 것이 112마리로 더 많음.
※ 출생 : 포유류 8종 27마리, 조류 11종 85마리
(멸종위기종 뱅갈호랑이 3, 일본원숭이 2, 과나코
2, 망토개코원숭이 1 포함)

-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동물원 이전은
민자유치가 전제 되어야 하고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 동물원의 냉난방시설,
사육시설, 관람시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
분은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일부 짝이 없는 동
물(침팬지, 삵, 얼룩말 등)은 반려동물을 입식
하는 등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설개선과 운영
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체험교육의
장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주요시설개선 : 물개사 방수 및 환경개선, 사슴
사 체험통로 설치, 물새장 환경개선, 화장실 정
비등

- 또한, 달성토성복원사업은 동물원 이전이 지
연되어 국비반납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달성토성이 국가지정문
화재 이므로 향후 동물원이전이 성사될 경우
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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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구름골)에 동물원지구가 이미 확정
되어 있음에도 타지역 변경추진으로 지역갈등
조장, 원칙대로 사업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 동물원이전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
에서는 1993. 12월에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대
구대공원으로 결정하고 2001. 1월에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고시 하였는데 이때 구름골 일대
를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동물원을 조성하
기로 계획하였음.
- 2010. 3월에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문화체육관
광부의 3대문화권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물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고, 동물원 임시
이전까지도 검토 되었지만 동물 우리보관, 이
중투자 등의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음.
- 합리적인 동물원 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우리시 전역을 대
상으로 '동물원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13. 1 ~ 2014. 1)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적정규모는 약 33만㎡(10만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00 ~ 900억정도('12년기준), 후보
지는 기존 구름골을 포함한 3개소가 추천되었
음. 그 당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 구름골의 민자유치 미 성사, 달성군의 동
물원 유치활동,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이
맞물려 있어, 동물원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는 적정규모와 장소, 경제성 등에 대한 타당
성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이전방
안을 검토해 볼 당위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임. 우리시 재정여건상 동물원 조성에는 민간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면서 앞으로
민간투자자의 컨셉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
고, 이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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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골 일대는 민간자본 유치여건이 충분하므
로 도시공원법령상 민간공원개발을 활용하여
관광휴양테마파크 조성시 사업성 있음. 시장님
의 견해는?

- 시의 기본방침은 구·군의 발전이 시의 발전
에 귀착되므로 모든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최
대한 도와줄 생각이며, 수성구에서 금번에 시
행한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건의를 해온다면 관련기관이나 부서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하지
만, 현 시점에선 그린밸트 해제는 국토교통부
권한이고, 또 관련법령상 민간이 출자하더라
도 공영개발(대구도시공사 등)이 전제 되어야
하며, 약 2,4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
요되는 만큼 가시적인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될 경우
기대심리로 인한 지가상승을 초래함.

•동물원을 구름골로 조속히 이전하고 달성토성
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인
프라를 조성해야 함. 시장님의 의향은?

-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 재정만으로 동물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유원
지에 대한 일몰제가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필
수 공원시설만을 우선 조성하는 데에도 약
1,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동물원
이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현재로선 투자의향을
가진 민간투자자가 없지만 상황 변화시 관심
을 가진 민간투자자 확보도 가능하리라 기대
하고 있으며 참신한 경영기법과 동물원 사업
에 애정을 가진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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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발언의원수 : 23명
•발 언 건 수 : 38건
■ 회기별 자유발언현황
제225회 제226회 제227회 제228회 제229회 제230회 제231회 제232회 제233회 제234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

-

1

2

3

9

8

5

6

4

회 기

발언의원

발언제목

제227회 임시회

최인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정책방향성과 원칙 제시

제228회 정례회

조홍철
이귀화

•성서산업단지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교통여건 개선 촉구
•방과후 학교 체육시설 사용 및 인조잔디 운동장 사후관리 대책

제229회 임시회

조재구
김원구
류규하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적극 추진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등 대책 강구
•도심관광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인프라 구축 촉구

제230회 정례회

김원구
조홍철
최인철
최길영
이귀화
임인환
김재관
장상수
최재훈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대구 청년일자리 문제해결방안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특성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 촉구
•시민의 날 변경 및 대구시 대표축제 활성화 방안
•장기공원의 조속한 개발과 공원 공단내 CCTV 설치 촉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
•대구의료원경영정상화를위한대책강구
•대구 글로벌센터(가칭) 건립 제안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선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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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발언제목

차순자

•대구시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류규하

•현대백화점 주변지역 교통개선 대책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조홍철

•불법 고액과외 현황과 개선 대책

최인철

•광역교통체계 개편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박일환

•대구출신 전직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자

최광교

•3공단을 미래지향적 첨단 도심공단으로 조성하자

이재화

•대구4대문 복원으로 대구바로알기 제안

최길영

•신천을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자

이재화

•규장각 소장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 이관 촉구

윤석준

•초등학생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최길영

•갓바위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자!

최광교

•하중도 개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조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조속한 대책 마련

장상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란 관련

조홍철

•교권침해 실태 지적 및 교권회복과 재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배지숙

•대구시민광장 조성 제안

김원구

•상리음식물처리장 및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시설 정상화 촉구

류규하

•영구임대주택 단지간 임차권 변경 관련

박상태

•세계물포럼 성과와 향후과제

최광교

•달빛동맹의 상징을 만들어야

정순천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재점검 촉구

이경애

•대구 교유국제화특구의 문제점과 정착 방안

임인환

•경상감영 복원에 관하여

Daegu Metropolitan Council

계

청

원

진정민원

기타(인터넷건의 등)

접수

처리

처리중

접수

처리

처리중

접수

처리

처리중

접수

처리

처리중

93

93

-

2

2

-

44

44

-

47

47

-

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3,021

2,774

155

92

참여의원(회수)

참여학교

참여학생

32

36

4,227

방문국

기간

인원

내

용

중국

8. 15 ~ 8. 17

3

청도 맥주축제 참가

베트남

9. 28 ~ 10 .3

5

전자정부시스템 기술전파

일본

9. 28 ~ 10. 2

6

이우환미술관 벤치마킹 및 장기요양서비스 견학

중국

9. 29 ~ 10. 2

5

신흥도시 경제발전사례 및 환경관리시스템 견학 등

일본

9 .29 ~ 10. 1

6

도시경관 보호 및 지원정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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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

기간

인원

내

중국

9. 28 ~ 10. 2

5

홍콩국제학교 및 마카오 무상교육정책 벤치마킹

캄보디아

10. 29 ~ 11. 2

1

메디시티대구 메디칼센터 개소식 참석 및 의료관광산
업 MOU체결

중국

11. 1 ~ 11. 3

6

대구 창장뮤지컬 투란도트 공연사업 지원

중국

11. 15 ~ 11. 16

1

동아시아 장애인 체육현황 정보공유 및 우호증진

중국

11. 16 ~ 11. 22

1

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만

12. 2 ~ 12. 5

2

자매도시 우호증진

방문국

기간

인원

중국

1. 13 ~ 1. 17

1

환경관련 기술교류 및 MOU체결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1. 15 ~ 1. 25

1

교민기업과 무역관 방문을 통한 국가간 우호증진

이탈리아, 스위스

1. 14 ~ 1. 23

1

이탈리아 재해대책시스템 연수 및 스위스 관광자원개
발 벤치마킹

스위스

3. 10 ~ 3. 15

4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모범사례 벤치마킹

중국

3. 7 ~ 3. 10

6

상해의 도시정책, 도시디자인, 야간경관 연구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2. 23 ~ 3. 2

7

물포럼 홍보 및 개최도시의 발전상 벤치마킹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3. 6 ~ 3. 14

5

발칸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관광자원 상품화
방식 견학

베트남

3. 31 ~ 4. 5

1

베트남 국제관광전 참가 및 교류

일본

5. 3 ~ 5. 5

5

히로시마 국제 꽃축제 참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6. 1 ~ 6. 6

4

물산업클러스터 및 투자유치 노하우 벤치마킹

내

용

용

Daegu Metropolitan Council

(2014. 7 ~ 2015. 6)

접
구

수

분

처리완료

처리중

427

752

48

48

56

100

4

255

115

140

238

17

자료조사

340

171

169

323

17

기 타

101

39

62

91

10

소 계

2014년

2015년

계

800

373

입법연구

104

정책연구

비

고

◦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화 초청 강연 및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 추진실적(2014년)
- 세계물산업 동향 및 대구시 물산업 발전방향 세미나(14. 6)
- 국가유공자 보훈 및 예우 지원 관련 토론 (14. 7)
- 대구미래산업 토론 (14. 9)
- 만남의 미술관 건립 관련 토론 (14. 9)
- 대구-베트남 교류 협력 간담회 (14. 10)
☞ 추진실적(2015년)
- 대구시 축제선진화 추진을 위한 토론 (15. 1)
-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간담회(15. 2)
-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간담회(15. 2)
- 교통단체연합회 간담회(15. 2)
- 대한건설협회 간담회(15. 2)
- 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 (15. 4)
- 지역교육발전 간담회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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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장소 및 시설준비, 공무원 등에 대한 참여 홍보
- 연찬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유도
☞ 추진실적(2014. 7 ~ 2015. 6월)

년도

2014
~
2015

348

회원수
(회장)

연구목적

문사철포럼

21명
(오철환)

•대구시정에 대한 인
문학적인 접근을 통
해 시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지역발전 방안 모색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는 시('15.8.25)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대구의 매력
('15.2.3)
•대구, 왜 인문구상이 필요한가('15.4.2)
•새롭게 읽는 대구 역사('15.5.14)

대구경제
클럽

23명
(김원구)

•지역경제문제 연구
•정책대안 모색

•대구경제 현실과 과제('14.9.26)
•대구, 일자리! 일자리!('15.5.1)

미래창조
포럼

28명
(류규하)

•의정활동 역량 강화
•개인별 전문성 확보

•김희국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도시의 흥망성회
('14.9.11.)
•주민참여 도시재생 제도의 활성화('15.3.24)

행복교육
포럼

21명
(박상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정책대안 제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우리교육('14.12.12.)

모임명

추진실적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大邱 屯山洞 慶州崔氏 宗궀)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61호

⊙명

칭 :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大邱 屯山洞 慶州崔氏 宗궀)

⊙ 수량/면적 : 일곽(8동) 3,095㎡
⊙ 지정(등록)일 : 2009.06.19
⊙ 소 재 지 : 대구 동구 옻골로 195-5, 일원 (둔산동)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경주최씨 칠계파 종중
조선 인조 때의 학자 대암 최동집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집이다.
대구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살림채와 재실·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종 20년(1694)에 지은 안채와 광무 9년(1905)에 다시 지은 사랑채가 살림채를
구성한다. 사랑채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동천서원을 없앨 때 철거한 자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살림채의 오른편에 있는 보본당은 영조 18년(1742)에 지은 사당으로, 제사지내는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 뒤편에 있는 2동의 사당은 최동집과 조선 정조 때의 학자인 최흥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재실·가묘·별묘 등이 조화를 이룬 큰 규모의 주택으로 조선시대 양반
주택과 그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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