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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구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제7대 대구광역시
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각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보」 제18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류 규 하

아울러 시의회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과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정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고 온힘을 다해 왔을뿐
만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 및 균형발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취수원 이전,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내 물산업 클러스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로봇 산업 중심도시 조성, 첨단 의료 산업
육성 및 의료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중추 산업시설이
본궤도에 진입하여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아 이루어낸 성과이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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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은 정치권과 지역이 총력을 결집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원한 제7대 후반기 의회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제8대 의원님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이 우리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잘 적용되도록
우리 의회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시민 생활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보 제18집」이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의회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민주주의·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간에 참여해 주신 각계 인사,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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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 성과를
모아「議會報」제18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25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
오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은 대구광역시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위주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정책중심 의회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시는 섬유, 기계 등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첨복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등 5대 신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등 친환경
첨단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대구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권 영 진

또한, 대구공항의 커퓨타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저비용 항공사를 대거 유치해 대구공항 국제선은
2014년 3개 노선에서 현재 14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이용객 또한 2013년 말 108만 명에서
2016년 253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대구공항은 개항 이후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통합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건립,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통한 동·서 양축의 균형발전과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및 대구오페라 축제를 통해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내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간송미술관도 2020년 개관을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되찾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조성과 연결 교통망 구축,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한 첨단의료 허브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옛 경북도청 부지에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 조성 등 중장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
도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3주년과「議會報」제18집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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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담은 「議會報」
제18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며,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 「議會報」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간행물입니다. 「議會報」제18집 또한 대구
발전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 대구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행복역량교육을 선도하며 큰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5년 연속 1위, 청렴도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1위,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 6년 연속 1위 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 아이들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이 전국 어느 곳의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교육은 이루어 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기르며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서 대구교육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인문소양교육, 다양한 시각을 통한 문제
해결 토의·토론학습, 협업을 강조하는 협력학습 등은 인성과 집단지성을 갖춘 미래의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대구교육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議會報」제18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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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시

대구는 내 사랑
- 서지월 -

팔공산에 달이 뜨면
태조 왕건 말발굽 소리 천지가 진동하고
비슬산에 참꽃 피면
돌담길 세 번쯤 돌아 그리운 님 오실랑가
낙동강 구비쳐 웃녘마을 소식 전해주고
금호강 흘러 흘러 아랫마을 소식 안다네
팔공산에 달이 뜨면
갓바위 부처님은 좌정하여 미소 머금고
비슬산에 참꽃 피면
둥기둥 가야금소리 천상에서 들리는가
달성공원 서침나무 오백년을 푸르러고
건들바위 맑은 물살 버들잎 띄워 흐른다네

8 大邱廣域市議會

달성공원엔 이상화 시비 민족정신 말해주고
국채보상기념공원엔 서상돈선생 애국정신
서거정선생 시를 지어 읊던 건들바위 아래에는
낚시대 드리우며 굽이돌던 한 시절 낚았다네
복사꽃 피면 피어서 사랑은 천리를 가고
능금꽃 피면 피어서 민심은 만리를 간다네
동성로엔 지나치는 사람마다 환한 얼굴들
수성못엔 먼 나라에서 날아온 청둥오리떼
아아, 대구는 내 고향 우리들의 사랑
아아, 대구는 내 사랑 우리들의 고향
사랑사랑 내 사랑 대구는 우리들 터전
사랑사랑 내 사랑 대구는 우리들 자랑

<서지월(徐芝月)시인 약력>
▲1985년,『심상』 및 『한국문학』신인작품상 시 당선으로 등단.
▲2002년, 중국「長白山文學賞」수상.
▲2012년, 연변과기대학교 및 평양과기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중국 연변「민족시문학상」수상.
▲2016년,「중한국제문화예술상」수상.
▲시집『백도라지꽃의 노래』(白桔梗花之歌, 2002 료녕민족출판사) 등.
▲한민족사랑문화인협회작가회의 공동의장.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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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타이베이 시의회 대표단 내방

김영란법관련 법률 설명회
10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의원연찬회

의정지기단 7대 전반기 의원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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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체의원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12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불가리아 폴로브디프 시의회 의장 일행 내방

구·군의회 의장 간담회
의회보 제18집

1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서문시장 화재관련 확대의장단 회의

탄자니아 경제협력 사절단 경제교류 협의
14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김광석을 보다’ 전시회 관람

전국시·도의장 협의회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성금전달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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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

모의의회[대구여고]
16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인사청문 협약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대구 캠페인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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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18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기획행정위원회]

테크노폴리스 공유재산 매각 예정부지 현장방문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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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아트센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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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Metroplitan Council

[경제환경위원회]

대구 삼성창조경제 캠퍼스 현장방문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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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건설교통위원회]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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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Metroplitan Council

[교육위원회]

대구테크노폴리스 초등학교 신축 현장방문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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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및 정책질의
24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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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26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litan Council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의회보 제18집

27

의원프로필
任 仁 煥

선 거 구 명 중구1

생년월일

1956. 9. 15

소 속 정 당 바른정당

전

사: 803-5033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dys7306@hanmail.net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봉산새마을금고 이사장
학
력 ·태극로타리클럽 회장
·제5대 중구의회 의원
및
경
력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7대 3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柳 圭 夏

선 거 구 명 중구2

생년월일

1956. 6. 12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00 FAX: 803-5004

성

명

화

E-mail

kyuhdongil@hanmail.net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학
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구조직대책위원장
및
경
력 ·중구의회 의장, 사회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현)

姜 信 赫

선 거 구 명 동구1

생년월일

1975. 2. 28

소 속 정 당 바른정당

전

사: 803-5096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green8585@naver.com

·한나라당 동구갑 청년위원장
·한나라당 동구갑 사이버대책위원장
학
력 ·동대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시 장애인 문화협회 동구지부 사무국장
및
경
력 ·동대구초등학교 BTL 성과평가위원회 주민대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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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相 秀

선 거 구 명 동구2

생년월일

1950. 3. 5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92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809jss@hanmail.net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동구의회 의장
학
력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및
경
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광역시 자문위원
·남부권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尹 碩 晙

선 거 구 명 동구3

생년월일

1968. 8. 10

소 속 정 당 바른정당

전

사: 803-5071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ysj2003@naver.com

·대구수성 청년회의소 (JC회장)
·2010, 2011, 2016, 대구광역시의회 예결위원
학
력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후반기, 제7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경
력 ·제7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현)
·제7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都 在 俊

선 거 구 명 동구4

생년월일

1950. 12. 5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32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jaejun4353@hanmail.net

·영남이공대학 졸업
·반야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학
력 ·반야월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및 고문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위원장
및
경
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현)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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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金 義 植

선 거 구 명 서구1

생년월일

1955. 6. 29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64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kimuisik1177@naver.com

·경일대학교 도시정보 지적공학과 졸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학
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구시 선대위 부위원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및
경
력 ·제6대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현)

李 在 和

선 거 구 명 서구2

생년월일

1956. 4. 9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95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L-jaeh@hanmail.net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노인의료복지 박사
학
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총무·재무이사
·한국청년회의소 대구여자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및
경
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현)

朴 一 煥

선 거 구 명 남구1

생년월일

1952. 1. 13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74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parkihtop@naver.com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대구시장(조해녕) 비서실장
학
력 ·대동은행 지점장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및
경
력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구시 선대위 기획조정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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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在 九

선 거 구 명 남구2

생년월일

1962. 4. 8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94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chojg408@hanmail.net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지역부총재
학
력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6대 남구의회 의장
및
경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崔 光 敎

선 거 구 명 북구1

생년월일

1957. 1. 17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11 FAX: 803-5130

성

명

화

E-mail

ckk1957@hanmail.net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제5대 북구의회 의원, 제6대 북구의회 의장
학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경
력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의회 위원(현)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현)

崔 吉 永

선 거 구 명 북구2

생년월일

1952. 9. 10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02 FAX: 803-5109

성

명

화

E-mail

cky0910@hanmail.net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시민예술대학장
학
력 ·제37대 성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경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교육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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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李 敬 愛

선 거 구 명 북구3

생년월일

1957. 1. 14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62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lsoean1@naver.com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학 박사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7대 회장
학
력 ·대구대연라이온스클럽 초대 회장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및 부의장
및
경
력 ·북구재향군인회 이사(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현)

金 圭 學

선 거 구 명 북구4

생년월일

1964. 1. 31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14 FAX: 803-5130

성

명

화

E-mail

me21c2001@daum.net

·대구한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
력 ·대구보건대학 겸임교수
·대구경북 제18대 한국방송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경
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차년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현)

명

崔 仁 哲

선 거 구 명 북구5

생년월일

1962. 10. 29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75 FAX: 803-5132

성

화

E-mail

cic3862@hanmail.net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회장
학
력 ·북구의회 제3·4·5·6대 의원, 제5대 전반기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경
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부의장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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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宰 焄

선 거 구 명 수성구1

생년월일

1979. 9. 20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91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yoyo1727@gmail.com

·영남대학교 법학(학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과(석사)
학
력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과(박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
및
경
력 ·자유한국당 수성갑 청년 위원회 부위원장(현)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연구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현)

吳 徹 煥

선 거 구 명 수성구2

생년월일

1958. 11. 2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12 FAX: 803-5130

성

명

화

E-mail

hwanyoh@naver.com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경북대학교 경영학(석사)
학
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차년도)
·제6대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경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차년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경제환경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현)

성

명

鄭

溶

선 거 구 명 수성구3

생년월일

1959. 12. 22

전

사: 803-5035 FAX: 803-5134

화

E-mail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huhuhu1199@hanmail.net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 졸업(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학
력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강사
·경일대학교 겸임교수
및
경
력 ·경북공무원교육원 강사
·영남일보 객원기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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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李 東 熙

선 거 구 명 수성구4

생년월일

1953. 9. 30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112 FAX: 803-5130

성

명

화

E-mail

dkldh@hanmail.net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공학박사)
·대구광역시의회 4·5·6·7대(4선) 의원
학
력 ·제14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 중앙회장(현)
및
경
력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현)
·대구광역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현)

명

李 貴 和

선 거 구 명 달서구1

생년월일

1951. 12. 12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15 FAX: 803-5131

성

화

E-mail

atkwihwa@naver.com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새누리당 달서갑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학
력 ·박근혜 대통령후보 달서갑 선거대책본부장
·제5, 6대 달서구의회 의원
및
경
력 ·달서구의회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현)

曺 洪 哲

선 거 구 명 달서구2

생년월일

1966. 9. 17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61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horse0823@hanmail.net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사회학석사)
학
력 ·제6대 달서구의회 의원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및
경
력 ·경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현)
·대구취수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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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在 寬

선 거 구 명 달서구3

생년월일

1958. 8. 3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10 FAX: 803-5130

성

명

화

E-mail

vvk1140@hanmail.net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제5, 6대 달서구의회 의원, 제6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학
력 ·월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자유한국당 달서을 당원협의회 위원
및
경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朴 相 台

선 거 구 명 달서구4

생년월일

1959. 10. 5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03 FAX: 803-5109

성

명

화

E-mail

pst6099@naver.com

·달서구 생활체육회 회장
·달서구청 인재교육재단 감사(현)
학
력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
및
경
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교육위원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명

申 元 燮

선 거 구 명 달서구5

생년월일

1950. 12. 17

소 속 정 당 대한애국당

전

사: 803-5065 FAX: 803-5134

성

화

E-mail

hbkorea34@daum.ne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학
력 ·서부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달서구의회의원(2, 3, 4대)
및
경
력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제7대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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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裵 智 淑

선 거 구 명 달서구6

생년월일

1968. 4. 9

소 속 정 당 무소속

전

사: 803-5034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catarinajh@hanmail.net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석사)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학
력 ·자녀교육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제6대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경
력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현)

趙 成 濟

선 거 구 명 달성군1

생년월일

1953. 5. 6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73 FAX: 803-5134

성

명

화

E-mail

knfc1@chollian.net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달성군 화원읍 번영회장
학
력 ·대구 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달성군 논공 상리공단협의회 회장
및
경
력 ·새누리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
·대구상공회의소 기업발전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현)

명

崔 栽 熏

선 거 구 명 달성군2

생년월일

1981. 11. 14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36 FAX: 803-5132

성

화

E-mail

knfc1@chollian.net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영국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학
력 ·(재)재훈장학회 이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간사, 운영위원
및
경
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대변인(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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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玉 子

선 거 구 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51. 3. 5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031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choioj51@daum.net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학
력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대구지역협의회위원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장
및
경
력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현)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이사(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현)

裵 昌 圭

선 거 구 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9. 2. 2

소 속 정 당 자유한국당

전

사: 803-5120 FAX: 803-5129

성

명

화

E-mail

bcg1768@hanmail.net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석사)
·새누리당 전국위원
학
력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 홍보위원장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및
경
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현)

金 惠 貞

선 거 구 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1. 7. 17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사: 803-5060 FAX: 803-5132

성

명

화

E-mail

abcdk8907@naver.com

·성덕대 노인요양재활복지과 졸업
·대구시 여성회 봉우리 봉사단 단장
학
력 ·영호남 한가족 운동본부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장
및
경
력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협회 부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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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구 현황

38 大邱廣域市議會

의회보 제18집

39

의회연혁
1952. 4.25 : 제1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9명)
1956. 8. 8 : 제2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3명)
1960.12.19 : 제3대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6개 선거구 24명)
1961. 5.16 :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
1991. 6.20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의원 선거(28개 선거구 28명)
1991. 7. 8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개원(4개 상임위원회)
1992. 2.20 :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분리
1993. 7. 8 : 초대 대구직할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5. 1. 1 : 대구직할시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명칭변경
1995. 3. 1 : 경상북도 달성군 편입(31개 선거구 31명)
1995. 6.27 :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41명 : 지역 37,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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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3 :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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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 당적별 : 자유한국당 24, 바른정당 3, 더불어민주당 1, 대한애국당 1, 무소속 1
○ 성 별(30명) : 남 25, 여 5
○ 연령별(30명) : 30대 2, 40대 4, 50대 10, 60대 14

비상설특별위원회(3개) : 대구경북상생발전(7), 대구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7), 대구취수원이전추진(7)

의회보 제18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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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위원수

소
●

운영위원회

7

●
●
●

●

기획행정위원회

6
●

●

문화복지위원회

6
●

●

경제환경위원회

6
●

●

건설환경위원회

6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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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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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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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대구환경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공항추진본부,
도시기반혁신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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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43회
임시회

2016.7.26
~
2017.6.30

윤리
특별위원회

제243회
임시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임인환

김혜정

이재화,배지숙
박일환,최인철
조홍철,이경애
박상태,윤석준
배재훈

2016.7.26
~
2018.6.30

김의식

윤석준

도재준,이재화
김규학,배지숙
박일환

제244회
임시회

2016.9.9
~
2018.6.30

조재구

김혜정

배지숙,장상수
김의식,이경애
윤석준

대구취수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2016.10.19
~
2018.6.30

조홍철

신원섭

김혜정,강신혁
이경애,배재훈
최재훈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247회
임시회

2017.2.22
~
2018.6.30

최인철

강신혁

이경애,정 용
조홍철,조성제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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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조직
■ 조 직 : 사무처장, 1정책관, 2담당관, 6전문위원, 11팀, 1비서관

의정정책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전문위원

■ 정원 및 현원(’17.6.30 기준)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
마급

정원

86

1

8

13

25

29

8

2

-

현원

89

1

8

12

26

33

3

2

4

의정
정책관실

정원

33

1

1

4

9

11

5

2

현원

33

1

1

4

8

14

3

2

홍보
담당관실

정원

14

1

2

5

4

2

현원

14

1

2

5

6

입법
담당관실

정원

12

1

1

3

7

현원

11

1

3

7

전문
위원실

정원

27

5

6

8

7

현원

31

5

6

10

6

구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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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집
열린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의원논단
의원단상
특별기고
학계논단
자유기고

46
98
124
12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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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명암
및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고
오 철 환 의원

1. 문제의 제기
정보화사회란 ‘공업화가 진행된 후에 오는 정보 중심의 사회, 즉 정보의 가치가
높고 정보의 생산이 산업계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또는 후기산업사회)로 진화한다고 한다. 정보화
사회는 여전히 진행 과정에 있는 미완의 사회다. 따라서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
여기서는 정보화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과 그
위헌성 및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살펴본다. 정보화사회는 제도와 조직이 분권화
또는 융합화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분권화라는 말은 한 조직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형태가 분리되고 권력과 권한이 나누어진다는 말이다. 최근
지방 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사회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융합화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최근 IT분야를 중심으로 학문 간 학제적 연구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분권화의 장점은 한 부서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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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빠르고 서로 연결된다.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이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거의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최소의 대가만 지불하고도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시공의 장벽을
허물고 시간을 대폭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문화와
여행, 스포츠와 예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시현
시켜줄 수 있으며, CG의 비약적 발전과 가상공간의 접목으로 현실 세계의 한계를
사이버공간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다.
반면 그 역기능도 만만찮다. 뉴미디어와 컴퓨터가 결합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수집과
분배가 가능해졌다. 이것이 공공복지나 공익에 무관심한 소수에게 독점된다면
오히려 다량의 왜곡된 정보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를 많이 보유한 정보
독점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집중화와 정보통제사회를 초래
할 위험성이 있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주장을 우선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화사회는 방대한 정보가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까닭에 이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정보 과잉 현상이 야기된다. 이로 인해 정보에 지배당하는 수동적 인간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둘째, 컴퓨터와 뉴미디어 등이 결합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 저장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개인적인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문제로 등장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인간의 적응력이 미처 따르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화지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뉴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전달해 주는 선진사회에 관한 정보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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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이룰 수 없는 지나친 기대 상승을 가져와 그들을 극도의 좌절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기대상승에 따른 좌절상승’이다.
넷째, 새로운 매체 기술과 뉴미디어의 소유 격차에 의해 파생된 정보유통의 불평등
현상이다. “정보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 정보는 재력이나 학식 등을 갖춘 사람들 수중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빈자와 정보의 부자간에 지식 격차가 더욱 확대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보격차는 국제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정보화는 선진국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총결산인 동시에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
시켜 주고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신통신기술은 선진국의 경제 혜택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정치변동을 억제하는 현상유지의 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여섯째, 글로벌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국의 특색 있는 가치관이나 고유문화를
사라지게 한다. 외래문화가 전통문화를 퇴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인터넷실명제가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는 인터넷을 대표적 수단으로 하고 그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인터넷실명제의 배경이 된 사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 언어폭력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참으로
많다. 가짜뉴스, 인터넷상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등의 중요한 원인은
익명성이다. 대면하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욕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과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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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인터넷실명제가 강력하게 거론되었다. 인터넷실명제에 힘을
실어 준 대표적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1)‘개똥녀’ 사건
‘개똥녀’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하차한 어떤 여성에게
네티즌들이 붙인 별칭이다. ‘개똥녀’란 말은 서울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탑승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하차한 사건에서 비롯
되었다.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이 갑자기 배설을 했다. 개 주인 여성은 애완견은
급히 닦았으나,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은 치우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결국,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이 바닥에 떨어진 그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여성의 사진과 그 배설물을 치우는 어떤
할아버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은 여러 사이트에 퍼졌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실리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곧 네티즌들에 의해 ‘개똥녀’
라는 별칭과 함께 수많은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로 전송되었다. 개 주인 여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녔고, 그녀의 신상정보도 낱낱이 공개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여성의 미니홈피를 습격하기도 했다. 그 여성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그 후 ‘개똥녀’가 공중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인지, 인터넷 마녀사냥의 피해자인지, 네티즌 간에 불꽃 튀는 논쟁이 붙었다.
‘개똥녀’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정 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현대의 젊은 여성들을 속되게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개똥녀’ 논란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플러들의 성마른 막가파식 비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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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진에 나타난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어떤 상황
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제의 여성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라는 승객들의 요구에 욕을 했다는 소문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얼굴 사진과 신상명세를 적나라하게
공개해서 더 이상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망신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응징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극소수 누리꾼들은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다. 대체로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에 제동을 거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 사건은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고 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리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2)‘지하철 패륜녀 사건’
할머니가 다리를 꼬고 있는 여중생보고 다리를 치우라고 하자 그 여학생이 죄송하다
고 했다. 할머니가 계속 욕을 하며 폭행까지 하자, 여중생이 “그럼 어쩌라고?”하며
다소 버릇없게 대꾸하였다. 이에 할머니가 계속 욕을 하며 그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지하철 패륜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딸 같은 여학생에게 할머니가 갖은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그 여학생에겐 ‘지하철 패륜녀’라는 신조어가
붙었다. 할머니가 아무한테나 시비를 거는 상습범이라는 말도 돌았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학생은 인터넷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3)‘경희대녀 사건’
“경희대 교내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무례한 말을 들은 청소부 아주머니는
사과를 받기 위해 여학생 휴게실을 찾아갔다. 여학생은 사과는커녕 폭언과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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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부었다.”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희대녀’의 신상정보를 찾기
위해 수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부 네티즌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돌아
진위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상에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 속에 “이 X이 정말 맞고 싶나!”,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치우고 꺼지세요!”
등의 욕설이 담겨있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경희대학교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식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글이 네티즌들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그 체인 식당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비난 글이 쏟아졌다. 식당 측은
해당 체인점에 대해 폐쇄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CCTV 확인을 통한
수사 결과에서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찬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5)‘된장 국물녀 사건’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 식당에서 한 여성이 아이에게 된장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아이의 엄마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라며 이 사연을 올렸고, 이는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도망갔다는 여성은 이른바 ‘된장 국물녀’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가해자로 몰린 여성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 여성은 된장국을 들고 있는 자신에게
아이가 달려와 부딪쳤고, 자신도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주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CCTV 확인 결과,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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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인터넷실명제 여론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
소위 ‘연예인 X파일 유출사건’, ‘자살사이트를 통한 촉탁 살인 사건과 자살 방법
공개 사건’,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운 고등학생 사건’, ‘원조교제 알선’ 등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모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배경이다.
본인 실명을 등록하면 이런 일들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견이 자연스레 나왔다. 반면
실명제 여부와 별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명예훼손이 문제 되면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PC방에서
몰래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추적·적발되어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다.

3. 인터넷실명제의 경과와 연혁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에 실명제라는 족쇄를 씌우면 좋겠다는
발상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2007년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에 PC통신이 대중화되면서, 아이디(ID)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익명성’을 도덕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1998년에 PC통신과 인터넷 이용 시 반드시 실명 가입을 요구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다시 익명성의 폐해와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 이야기가 불거졌다. 그
이유는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의 폭발적 보급과 그에 따른 유료 아이디가 필요 없는 웹
게시판들의 일상화 때문이었다. 인터넷실명제는 반사회적이라는 반론도 만만하지 않았다.
여하튼 2001년 당시의 실명제 붐은 본격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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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메일의 보급 확대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스팸도
그 중 일례다.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으로 과도한 학생 신상
정보 노출과 같은 정보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대안적
보도시스템 및 사이버 토론 공간의 급부상으로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가 격심하게
진행되었다. 참여저널리즘의 본격적 출범, 온라인의 광범한 일상화, 자유로운 표현의
성취감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며 인터넷은 그 영역을 급속히 넓혀갔다.
스팸,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2003년 3월, ‘인터넷 실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이 구성되었다. 역기능들의 주요 원인을 인터넷 ‘익명성’이라고
섣부른 결론을 먼저 내린 다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기본 발상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고, 다음 단계로 법제화를 거쳐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다.
2003년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인 동의 없는 실명 확인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실명제에 대한 격렬하고 다양한 반발이 이어졌다. 마침내 2003년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 부분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게시판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해 9월에는 행정자치부도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2004년, 인터넷실명제는 또다시 거론되었다. 게시판 일반에 대한 실명제 실시는
여론에 밀려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인터넷상 막말 수준의 정치적 격론과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통제 불능의 파급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2004년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었고, 정치권으로서는 그 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2 0 0 3 년 1 2 월 , ‘인 터 넷 침 해 사 고 대 응 지 원 센 터 ’를 설 립 하 고 , 인 터 넷 상 에 서
선거 관련 게시판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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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발의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는
조건으로 게시판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2004년 2월,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미디어다음은 대형 포털업체로서는 최초로 불복선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검열
금지, 개인정보 부당 수집 명목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2004년 3월 18일, 민간단체와
인터넷언론인, 개인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격렬한 반대 및 전산장비 미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 등과
맞물리며 결국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17대 총선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
인터넷의 일상화로 순기능과 역기능은 더욱 증폭되었고 대형 포털 사이트들,
인터넷 언론사들 그리고 각종 게시판들은 방문객 모으기 경쟁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선정성과 자극성 있는 이슈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정부는 친숙한 해결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사이버폭력에는 인터넷실명제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지만, 대처 방안은 여전했다.
인터넷 게시판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선거 실명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5년 8월 4일,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에서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경우에 실명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06년 1월, ‘임수경 악플 사건’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고,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2006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고 그다음 해 7월에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실시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 방지가 목적이었는데,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일일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포털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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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의 와중에서 대중 여론은 실명제 쪽으로 기울었으나, 기본적 정보인권에
입각한 저항은 계속되었다. 2008년 4월, 인터넷 언론 ‘민중언론 참세상’은 실명확인을
거부한 이유로 받은 과태료에 불복하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한 개인도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대규모의 광우병 촛불 시위 등 온라인을 매개로 한 시민저항에 대해 ‘배후 조직’을 찾아
나섰고, 사이버폭력의 확산을 우려한 보수 일간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실명제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부분을 확대·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4월, 적용대상을 일일 사용자 30만에서 10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2008년 10월, ‘여배우 최진실 자살 사건’을 악플에 의한 사이버 폭력으로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2009년 4월, 본인확인제가 확대 실시되자,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도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업체들은 실명제를 실행하느라 생긴 개인정보 부담으로
해외 사용자에게 같은 시스템을 확대하기 어려워졌다. 인터넷 사용자 중 상당수가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더 간편하게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즐길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호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게시판 기능 즉 업로드나 댓글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지역설정을 세계로 바꾸고 언어설정은 여전히 한국어로
해두면 여전히 모든 기능을 정상 사용할 수 있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다.
인터넷실명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언론에 대한 정권의 압박과
맞물리면서 유튜브는 저항적 언론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국내업체들은 높은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저작권 분쟁과 광고 규정 미비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이중고에 시달렸다. 설상가상 인터넷실명제까지 강요당해야 했다.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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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 2012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이 개별 서비스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1년 12월 29일 정부는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
고 천명했다.
인터넷실명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것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었다. 진보넷, 미디어오늘, 참여연대 등이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 결정한 것이다. 판결 요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뚜렷한
공익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공익적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인정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며,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실명제 반대 진영에서 제기한 논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선거실명제 역시 같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었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뚜렷한 대처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나름의
논리는 있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익명성이고, 그 해결책은
익명성의 제거다. 인터넷의 역기능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율정화 기능을 신뢰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가 익명성이고, 인터넷을 규제할 방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 논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깨진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
인터넷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사고를 연결하고 여러 매체들을 재구성하는 정보망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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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근본적인 문제까지 연구·검토해야 한다.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소양 교육, 저
작권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다. 어릴 때부터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또한
절실하다. 정보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자극적 선정적
접근을 하지 않도록 정보사업자를 계도하는 한편, 사건·사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건전한 창의성과 진취적 기업가정신도 위축시키지 않는 묘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근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가짜뉴스’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
확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그 최초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조항(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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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적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그동안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했지만, 불법
게시물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아, 국내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 이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도 시행 5년 만에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었다.
정부는 논의 단계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로운 토론 문화 저해, 국민에 대한
사전검열, 역차별 논란 등 ‘과잉규제’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2007년 인터넷실명제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5년 동안 ‘악성 댓글’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자체검열에 의한 ‘전체 댓글 및 게시글’ 감소,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터넷실명제’는 더욱 유명무실해졌다.
더구나 인터넷실명제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도입했다는 점은 한국을 ‘인터넷 강국’
에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사이트를 시작으로 해외 서비스에 인터넷실명제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벌였으나,
역으로 차단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해 ‘실명 강요 정책이
멍청한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성과는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들의 헌법소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미디어오늘’의 위헌심판청구 등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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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소결
우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 민주주의를 한층 더 꽃피워야 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에 대한 감시·규제정책을 강화해봤지만, 결국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인터넷 통제를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정부기관뿐 아니라 신용정보업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사적기관에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해 시대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이 곳곳에 남아있어 표현의 자유 회복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논란을 통해 정보화사회는 다소의 역기능이 있더라도 그
순기능이 더 많은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극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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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
장 상 수 의원

Ⅰ. 서 론
1.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3차 산업혁명(정보혁명)
을 거쳐 발전된 기술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복합돼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온다.
스위스 글로벌금융그룹 UBS가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 즉 국가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5위였
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조사에서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2.3%, ‘들어만 봤다’는 응답이 36.3%로 각각 나타났다.
2025년을 분수령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는 강대국
으로의 도약이냐 약소국으로의 전락이냐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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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우리나라의 4차산업 혁명 관련 경쟁력
3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만든 정보통신부의 2008년 해체와 기능 분산 결과 정보통신 분야 국제
경쟁력이 2008년 8위에서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UNIT 66개국 조사)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지만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벤처·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중소
기업 현장 혁신을 담당하고 미래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투자 대기업 간 허브
역할을 해내면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2. 대구시의 4차산업 정책개발 필요성 및 방향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중소기업 정책 지원 육성 1,284개 사업에 16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 중기청(7조4738억 원·72건), 산업통상자원부(2조1701억 원
·75건), 고용노동부(1조6379억 원·18건), 미래부(5165억 원·39건), 해수부
(2553억 원·7건), 농수산부·특허청·방위청 등 19개 중앙 부처가 14조1374억 원
(256건), 지자체가 2조3000억 원(1,019건) 등 사상 최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15~29세)은 11.2%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취업준비생·취업
포기자(니트족)·여성 취업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대부분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년 실업자가 사실상 200만 명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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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대구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때 폐지설까지 나돈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는 국가 장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생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청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 기능과 미래부의 R&D,
ICT,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효율 방안이 될 것이다.
대구시도 이런 4차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이 4차산업 관련 정책을 맡아
주기로 실적을 챙기고, 민·관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중복·비효율 투자를
조정하는 데 집중해서 추진 동력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안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4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24세 실업률도 2000년 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마저 앞질렀다. 씨티그룹이 뉴욕 등 세계 25개 도시를 조사했더니 서울 청년들의
일자리 전망이 가장 어두웠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의 지름길은 생산성 향상이고, 그 핵심은 경제를 자유화하는 구조개혁이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년 생산성과 일자리 증가세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인 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
구조개혁에 관해 여기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다. 청년이 일할 기회, 청년이 일하는
여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역량 등 세 가지만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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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화시대의 낡은 규제와 그에 수반된 기득권을 줄여 청년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한국 사회경제시스템은 대량생산 중심의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높아진
청년의 기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조직·제도·기술·규범·문화를
공유경제, 주문형 서비스와 ‘독립형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갱신해야
한다. 이미 검증되고 익숙한 기술·제도와 일하는 방식이 청년 일자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전문자격·면허를 비롯해 기득권에 갇힌 서비스산업 문턱과 울타리를 낮춰
신산업이 태동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최근 3년에 걸쳐 ‘중국’ ‘국가’ 등
명칭이 붙은 공인자격 618개 중 434개를 폐지했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공급 구조
개혁, 대졸자 취·창업 및 근로자 직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한편 ‘독립형
일자리’는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우리도 독립형 일자리가 차츰 늘고는
있지만,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자금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 무엇보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힌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골목길 노점상에도 스마트폰 결제를 하고 있다. 중국보다
2년이나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최초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K-Bank)는 230명의
인력과 더불어 무점포 24시간 영업 방법으로 시중은행을 따라잡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자리 잡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실정이다.
둘째, 일하는 여건도 청년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해도 심각한 불평등에 맞닥뜨린다. 정규직 중심 제도와 관행에서 탈피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상명하복, 선례 답습과 연공서열에 기초한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을 불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낙인과 청년 눈높이의 쏠림을 완화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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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는 2012년 3월 3일 자 ‘통신요금 가장 비싼 한국’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주장했듯 그동안 요금이 많이 인하됐지만 지금도 30%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
가계통신비가 30% 절감되면 연간 약 8조800억 원의 신규 가계 가처분소득이 생기고,
이를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로 환산하면 매년 13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제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자동화와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빼앗기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불리한 취업시장을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태를 만들어
주고, 앞으로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청년에게 불리한 근로 여건을 바로잡더라도 청년들
역량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암기와 주입 위주의 표층학습에서 벗어나
창의적이면서 협력·소통, 코딩과 컴퓨팅 사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
적성과 진로계획에 따른 맞춤형 선택과정, 동기와 창의를 북돋우는 프로젝트 수행을
늘려야 한다.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해 ‘선(先)취업-후(後)진학’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 자동화와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좋은 벤처기업
하나가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시의 우수한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난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어른세대는 그 토대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고, 세계적인 벤쳐기업,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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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전·재배치 방안
조 홍 철 의원

1. 배경
저출산 등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효율적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대안으로, 도심지 사립학교의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경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력으로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현황
2017년 4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사립 중학교는 34개교, 사립 고등학교는 49개교로써
각각 비율이 27%, 53%에 이르고 있음. 구·군별로 보면 서구가 3개교로 가장
적은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수성구가 이보다 약 6배 많은 19개교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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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 현황 및 사립 중·고등학교 현황 >
(단위 : 개교)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초

224(98%)

4(2%)

228

중

91(73%)

34(27%)

125

고

44(47%)

49(53%)

93

계

359

87

446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사립중·고

5

10

3

11

12

19

17

6

사립학교 가운데 많은 학교가 인구 또는 도시 구조가 지금과는 양상이 사뭇 다른
시절에 들어섰음. 대표적으로 남구 봉덕동과 북구 복현동 일대에는 사립 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나,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해 지금 이 학교들은 과거와 달리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상대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 일부 학교는 인구 유입 등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대구 사립 중·고등학교 중 본관 기준으로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도 49개교에
이르고 있음. 대구교육청의 경우 노후 사립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0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재정 부족으로 매년 약 63억 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및 해결책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인해, 공동화된 도심은 학교가 밀집되고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 등 신개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인구분포와 학교배치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사립학교 시설 노후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개선 사업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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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며, 이는 교육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이전 지원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
2010년 이후 대구지역에서 신설된 9개의 중 · 고등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인데,
이 기간 동안 사립 고등학교 2개교가 이전을 하였음.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신도심 지역 공립학교 신설 수요 자리에 사립학교 이전을
유도하면, 학교 통폐합 효과가 생겨 교육재정 절감, 학생배치 효율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학령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균형적인 재배치 정책과 연계
할 경우 상당한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됨.
결국,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을 통해 신개발지역 공립학교 신설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립학교 시설개선 등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

4. 제도개선 방안
현재 국회에는 사립학교의 신개발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것은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
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비,
건축비 등 수백억 원을 모두 사립학교 측이 감당해야 하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립학교 이전 시 부지 매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축비 등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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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용지 택지공급 가격기준을 현재 조성원가
100%에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인 무상 또는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5. 제언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사립학교가 다 같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이전에 따른 사립학교 측에 대한 지원이
자칫 재산상 특혜요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함.
사립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학교 운영 등 자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임.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학교 통합·이전 추세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격변에 대비하고,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일본처럼 학교시설내에 문화센터, 보육소 등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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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책, 결산은 성과

임 인 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서론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년간 활동하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총괄을 맡았으며, 지난 1년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임하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사업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피부로 느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통해
낭비된 부분과 불균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여겨졌으며 결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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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 집행 결과가 종료된 세입과 세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말하며, 예산의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된다.
예산심의는 사전심사이지만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심사인 것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수단이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이며,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단순히 재정을 운영한 결과와 실적에 대한 사후적 보고로서의
의미보다는 재정집행의 결과가 당초 취지와 시민을 위해 충실히 실현되었는가 하는
확인 과정이다.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차이>
구분

예산

결산

시

기

1년 전(t-1년)

1년 후(t+년)

대

상

계획

실적 및 결과

집행 이전

집행 이후

심의·확정

승인

정책단계
의

결

결산심사가 예산심의보다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심사는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효과를 큰 흐름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다. 즉 세입과 세출, 채무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세입추진대책 및 채무감축을

의회보 제18집

71

의원논단

하는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큰 틀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강화를 통한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예산의결에 따라 효율적,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결산심사는 사업의 통제 및 환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결산은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집행 결과를 사후심의를 통한 예산집행평가, 집행결과의 정책효과 달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넷째, 결산심사의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즉 결산
심사 시 평가한 사업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중단해야 할 것인가,
사업방법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 등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예산 심의 시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결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의의 연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결
산심사가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재정의
결산검사 검토기관인 감사원에서는 예산반영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결산심사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삭감이나 사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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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정 등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의 집행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결산 심사나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다음 해 예산편성에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예산 사업설명서 등에 작년 결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같은 사업이나 계속사업, 유사사업일 경우 결산 시 예산액과 결산액 및 결산내역,
당해연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표시토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면밀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시정요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부의
결산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산승인이 소극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결산심사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해도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산심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1)에 의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한 기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의회는 시정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결산은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검토와 검사를 통해 예산집행 평가,

1)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
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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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과평가, 정책의 효과 달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총괄평가의 기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효과와 성과평가 시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
효과와 사업집행 후에 나타난 실적을 비교해 평가해야 하며 당초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했는지, 업무추진 과정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이고 세밀한 평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3. 결론
이와 같이 결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난 6월 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약 11조 원의 결산 규모를 심사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흐름, 채무부분 등 시스템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가 2018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환류토록 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는 의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녹아들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예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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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화
최 길 영 의원

1. 서론
70~80년대 경제개발의 시대에는 도시개발에 있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으로
팔공산과 비슬산, 동서로 금호강과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거느리고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지역 문화유산이 의미 없이 버려지고 파헤쳐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구읍성은 헐려져 버렸고, 대구 전역에 널리 퍼져있던 고인돌 유적은 지금은 불과
100여 기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대구역사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달성토성은
동물원으로 변질되었고, 곳곳에 있던 역사문화유적은 이미 사라졌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대구에는 별로 볼 것이
없으므로 경주나 다른 관광지를 들러 구경하고 숙박과 쇼핑을 대구에서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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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자주 한다.
과연 그럴까? 반만년 전에는 달구벌 벌판에 거대한 고인돌이 즐비했던 고대문명
의 도시였고,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꽃피웠던 학문의 도시이자 경상감영이 설치된
경상도의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과 한약재
도매시장이 열리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시기에는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낸 구국의 도시이자
전쟁문학이 꽃피던 예술과 문화의 도시이자 대구뮤지컬 축제와 오페라 축제, 그리고
치맥 축제가 개최되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지금도 팔공산 갓바위봉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수많은 참례객들이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비슬산에는 빙하기에 이루어진 세계최대의 암괴류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정도면 남아 있는 자원만으로도 우리 대구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늘상 대구는 부족하다는 신세타령만 해왔다. 독일은 라인 강 변의 보잘것
없는 언덕을 로렐라이 전설과 결부시켜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해 꼭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별 것 아닌 동네의 전설을 세계의 전설로 만든 도시가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하는 도시도 있다.
우리 대구에는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이 중에는 잘 알려진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많이 있다. 아직은 빈약하지만 제대로 개발하고 복원하게 되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미래자원 중 몇 가지를 찾아내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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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
(1) 달성토성

그림 1. 지금의 달성토성전경

그림 2. 일제강점기의 달성토성 성벽 전경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원삼국∼삼국시대의 토성으로서 현대까지 달구벌
을 지켜온 역사의 흔적(사적 62호)이다. 하늘에서 보면 아름다운 별 모양으로 보이는
전체거리 1.3 km의 토성으로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에는 달구벌의 통합을 이루어
낸 세력이 천혜의 요새인 달성토성을 근거지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고려 시대에는
달성서씨의 집성촌이었고 조선시대엔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다.
일제식민시대에는 대구신사가 있었고 지금의 동물원은 1970년에 조성되었다. 성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낮은 구릉 상에 축조되어 있다. 성의 내부는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의 길이는 약 1.3㎞, 높이 5∼15m,
전체 면적은 126,576㎡(38,289평)이다.
달성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출입로 겸 일본인의 신사참배로를 만들기 위한 동쪽 성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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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해 성벽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별 모양의 토성 형태도 다소 변형된
탓에 고증을 통해 원래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달구벌의 역사가 시작된 토성에
얽힌 이야기를 만들고 기원 전후를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을 입힌다면 달성토성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문화관광자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2) 대구지역 고분군
대구에는 사적 제262호로 지정된 불로동 고분군을 비롯해 봉무동 고분군, 구암동
고분군, 가천동 고분군 등이 남아 있으며, 지금은 거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비산동
고분군까지 많은 고분군이 있다.

그림 3. 불로동 고분군 원경

그림 4. 구암동 고분군 원경

특히 구암동 고분군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현재까지 346기의 고분이 확인돼 지역
최대의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역 고분군은 고령 등 가야문화권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의 점이지대에 있어 가야와 신라문화가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야와 신라와는 또 다른 고분문화로서의 대구 고분군의 가치와 가야에서
신라로 흘러가는 문화의 매개지대로서의 고분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특색있는 고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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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공산 갓바위
대구광역시와 경산의 경계지역에 있는 관봉(冠峯)에 있는 바위로 정식명칭은 ‘경산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이다. 관봉 정상에 위치하는 갓바위 부처에게
기도를 하면 한 번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와 우리나라 최대의 기복
신앙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처럼 기복신앙이 발달한 중국 관광객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약사 성지로 개발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둘도 없는 관광자원이다.

그림 5. 팔공산 관봉 전경

그림 6. 팔공산 갓바위

최근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문제로 논란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세계적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환경을 복원시키는 시설로 여겨지는
추세란 점을 감안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순례여행자나 관광객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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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문시장 야시장과 치맥 축제
서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한 때는 대구 경제력의 절반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여러 차례의 대형화재와 유통시장근대화 추세에 따라 지금은 많이 침체되었지만
여전히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 개장한 야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맛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으로
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먹거리 관광이라는 최근의 관광트랜드에 비추어
볼 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3년부터 개최된 대구치맥 축제는 2016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축제로 발전했다.

그림 7. 대구 치맥축제

그림 8. 서문시장 야시장

대구치맥 축제는 한때 전국 닭의 80%를 생산했던 대한민국 양계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킨브랜드를 시작했고 지금도 절반 이상의 치킨브랜드를
보유한 치킨브랜드 산업도시인 대구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축제의 정통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HOT한 도시인 대구에서 시원한 맥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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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인 치킨을 결합한 축제여서 계절과 소재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한 축제로 보이므로 대구치맥축제를 브랜드화하고
세계화하는 등, 추가적인 육성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성구 구름골 일대의 대구대공원은 인근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복합관광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서 시작하여 북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도심에서 수달과 황새를 볼 수 있는 보물과 같은 하천이다.
중구와 수성구 등 여러 자치단체가 경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 서울의
청계천을 압도한다. 만일 신천을 친환경 도시하천으로 개발한다면 대구의 지형과
환경을 감안할 때 프랑스 세느 강을 능가하는 도심하천이 되어 전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 하는 하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결어-발상의 전환
흔히들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관광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마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관광
산업이 없었더라면 지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나라전체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경향을 맞이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의료산업과 접목해 의료관광산업이란 융합관광산업이 육성되고 문화산업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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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해 문화관광산업 등 다른 산업분야와 융합하고 복합하면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랜드가 만들어 지고 있다.
대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다. 그만큼 발굴할 의지만 있다면 넘치는 것이
문화자원이고 스토리텔링 거리도 넘쳐난다. 대구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관광자원과
판에 박힌 관광정책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상대한다면 대구 관광산업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다. 그러나 발상을 한번 전환해보자.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명성을 이어나가는 도시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는가?
대구처럼 5천 년을 한결같은 도시정체성을 가지고 이어온 도시가 얼마나 있나?
비록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는 아니지만 대구가 보유한 장점을 합해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대구는 절대 관광자원이 빈약한 도시가
아니다.
버려진 채 방치된 뒷골목을 김광석이란 이름 하나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든 곳이
대구가 아닌가? 대구가 가진 문화적 전통과 현대사회에서의 위치를 살펴볼 때
트랜드에 맞게 활용만 잘한다면 대구 관광산업의 미래는 무궁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 관광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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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인 보완방안
배 지 숙 의원

1. 서론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대책이
미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생활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5. 5. 29)되었고
앞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2015. 5. 12)하였다.
그러나 법률 시행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이들을 치유하거나 사회로부터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반문해보면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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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성세대들은 이들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듯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크고 잘 자라는 일은 우리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과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이 여러 구성원에게 퍼져나가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2. 본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규정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법률적 개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문제는 법률적인 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의회보 제18집

85

의원논단

공부를 하기 위해 재수학원에 다니든지, 집에서 공부를 하든 정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전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어 놓았다.
이는 학교를 다니고 다니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사회적 평등과
인간적인 평등권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심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심을 가져 용어를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살펴보면 관계부처 합동발표 자료(2015.5)를 참고하면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 분

내 용

비 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42%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3%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8.90%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조사

17.90%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 2015.5

대구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전체 학생수 305,764명의 0.57%인 1,750명으로
실태조사를 2015년 8월에 실시하였고 2017년 하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시기
및 원인 등 학교 이탈 경로, 생활경험, 심리정서 등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실태조사 결과를 대구시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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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2016년

2015년

2014년

구분

계(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구시 전체 학생수

305,764

129,543

80,982

95,199

학업중단자
(학교 밖 청소년)

1,750
(0.57%)

358
(0.28%)

293
(0.36%)

1,099
(1.15%)

대구시 전체 학생수

319,972

131,765

89,291

98,916

학업중단자
(학교 밖 청소년)

1,950
(0.61%)

394
(0.30%)

374
(0.42%)

1,182
(1.19%)

대구시 전체 학생수

334,639

136,309

94,394

103,666

학업중단자
(학교 밖 청소년)

2,379
(0.71%)

478
(0.35%)

496
(0.53%)

1,405
(1.36%)

※자료 :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제공

대구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 DB구축,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상담·자립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인성캠프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자아를 발견하는 체험적 인성교육을 위한 집중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대구
청소년창의센터 「꿈&CUM」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멘토와의 현장 중심의 직업체험 및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실질적인 취·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건강, 보건에서의 관심에서 치우쳐 있어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사실상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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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
□ 기본검진 학교 밖 청소년 5명중 1명(18.1%)이 질환의심
- 신장질환 6.6%, 고혈압 4.6%, 간장질환 2.5%, 빈혈2.0% 등 순
- 10명중 7명(69.9%)은 B형 간염 접종 필요
□ 구강검진자 중 충치 등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명중 4명(41.1%)
□ 키, 몸무게 등 신체발달이 동일 연령대의 재학청소년보다 저조
□ 연령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취약
※자료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2016)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10대 청소년들의 질병과 장애 원인 1위가 우울증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는 지금까지 청소년 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변에서 소아에 관한 클리닉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건강검진
정도의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련 질환에 대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청소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성세대와 동료들이 무관심과 편견 등으로 이들을 구석으로 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의 청소년중 ‘왜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는지?’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지원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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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문제인 것 같으나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의 운영이 필요하다.

3. 결론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현실태와 지원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미래의 우리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세대에서는 편견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이들과 직접 맞대어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도 세상과의 편견과 무관심에서 지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로서 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고민이 있으면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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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 광 교 의원

1. 서론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과 행동을 의미하며, 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는 과거 반상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졌으며, 우리 대구시의 경우,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가하기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직접 사업예산의 수립에도 참여하는 형태로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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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1)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순기능을
하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행정관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대부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자주적인 주민참여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동사무소 등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넋두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자치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는 법적 기구로서 주민자치회2)를 도입하고 현재
시범실시 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중앙집권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
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된 주민협의체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
현을 위하여 시범운영중인 주민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이외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는 법적기구로 일부지
역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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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의 선진사례
(1) 스위스
스위스는 지방자치의 학교라 할 정도로 지방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경제포럼(WEF) 2014~2015년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서 6년 연속
국가경쟁력 세계 1위로 평가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스위스는 지방분권 국가라기보다는 주민자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정도로
주민자치체인 게마인데(Gemeind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위스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내 마을공동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스위스에서
게마인데는 국가의 아버지로 불리고 스위스의 국가경쟁력은 게마인데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게마인데의 위상은 대단하다.
게마인데의 자치의 권한은 막강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투표권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발언권이 있고, 게마인데 총회에서 예산과 과세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한다. 게마인데 총회에서 주민은 수동적인 정책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입법권자가 되고 정책결정자가 된다.
게마인데 총회의 특징은 단 한 명이라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언제든 참여할 수
있으며 아무리 참여자가 많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명확한 룰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가 전혀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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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는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으나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와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지방분권 국가가 이루어졌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에 자유스러운 행정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레죵(Region), 데파르트망
(Department), 코뮨(Commune)으로 나뉘는데 프랑스에서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코뮨이다.
코뮨은 주민자치조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민공동체이다. 전체 약 3만6천 개
코뮨의 90％가 인구 2천 명 미만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코뮨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코뮨의
단체장은 국가의 지방행정 체제상 데파르트망에 설치돼 있는 지방지사의 출장소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 사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국가의 행정기능을
위임받아 행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코뮨은 주민의 자치적인 지역의사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또 유권자 의사를 반영하는 자문기구와 그리고 소규모 단위의 동의회를 구성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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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지역 주민자치 현황
우리 대구시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에는 139개 읍·면·동 중 132개소에 주민자치센터3)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3,41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시 주관4)으로 6개 구에서 20개 사업을 제안받아 이 중 5개 구에서
대봉동 골목사랑방 Art Chair(중구)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구·군 자체사업5)으로 4개 구에서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수성구) 등 10개
사업을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했다.
3) 주민자치센터 현황 (2017.1.1기준, 개소)
구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계
139
132

중구
12
12

동구
20
20

서구
17
17

남구
13
13

북구
23
23

수성구
23
23

달서구
22
22

달성군
9
2

※ 달성군 7개 읍·면 미설치(화원읍, 논공읍, 가창면, 하빈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4) 시 주관사업 : 5개구 6개사업
- 대봉동 골목사랑방 Art Chair(중구), 도동 측백나무 숲과 어우러진 녹지공간 쉼터조성(동구), 달성토성 마을 정주공간
조성사업(서구), 꿈을 담은 학교담장 조성(남구), 작은공간·큰나눔 행복짓는 노원마을만들기(북구), 2016 문화파동 프
로젝트(수성구)
5) 구·군사업 : 4개구 10개사업
- (중구)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활동사업 등 3개 사업
- (동구) 봉무동 일제강점기 동굴진지 허브길 조성사업
- (남구) 주민참여가꾸기 사업 등 4개사업
- (수성구)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등 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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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아카데미, 주민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의 미비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주의 실현모델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아직까지 통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형태로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주민과 지역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와
대등한 지위에서 중요업무에 대해 심의권을 가지는 협력형 모델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6) 행정자치부의 지역주민과 자치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233개읍면동 중
3,028(93.6%)에서 협력형을 선호하였고, 통합형은 100개, 주민조직형은 105개에서 선호한다고 응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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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협력형모델을 선호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협력형모델을 전제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의의 모델을 협력형을 할 것인지 통합형7)으로
할 것인지 주민조직형8)으로 할 것인지는 중앙정부가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9).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간여는 자제하되 더 많은 재량권과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지와 정착이 될 때까지 과감한 행·재정적인 지원이다.
최근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55개 시범
사업을 발굴해 지정했지만 이름 그대로 지정에 불과할 뿐,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주민자치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결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모든 문제점을 안고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야 하고 둘째로, 지역주민조직체의 학습과 주민 복리
7) 통합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조직이 통합된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행정조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8) 주민조직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행정의 의결집행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읍면동조직과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운영하고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자치단체로 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도 있는 형태이다.
9) 협력형에 대한 선호는 공무원응답자의 상당수가 주민자치회의 하위조직으로 읍면동조직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행태가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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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주민자치활동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는 ‘주민자치 사업’이 필요하며 끝으로 주민자치기구의
자치활동을 위한 의결기구이자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득이하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입법의
불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법률적 근거에 관해 논란은 있겠지만 주민
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나마 주민
자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입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한 이상,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규모 마을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창의력이 마을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출발점이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는 작은 것에서 출발하겠지만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고 나아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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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가꾸기

강 신 혁 의원

봄 기운이
텃밭에 내려와서
성화(成火)이다.
여지껏
가꿔논 게
뭐냐는 듯 하면서도
사뭇, 눈길은 따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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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不惑)의 나이라면
이제는
어디서든
기수가 되어야 하거늘
뒤늦다 할 때가
때이니라고
일러 주듯
옆집, 텃밭 일구는 소리가
야무지게 들린다.
때 놓치는 후회는
또, 다시
심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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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나의 활력소
이 재 화 의원

대구한의대에서 연락이 왔다.
2015년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이었던 나에게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학교관계자가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라고
했다. 다문화 복지? 한국어학과? 어떤 분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선뜻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대구시와 대구한의대에서 대구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에
게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을 가르쳐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학과였다. 나는 설레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문화·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뜻밖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의 전 나는 다시 한 번 대구시 외국인 및 결혼이주자 현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
우리 대구도 외국인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약 3만 7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다문화가족은 6천 5백 명 이상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대구로 결혼 이주해 온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이 4만 명 가까이로
이제 대구도 글로벌 도시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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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나의 첫 강의 대상은 1학년 다문화 여성들이었는데 아직도 강의 첫날
그분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과 그 교실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
일본, 몽고,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출신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첫날 강의를 정신없이 하고 나는 이 학생들과 한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
어떻게 나의 강의를 풀어 나갈지 고민에 빠졌다. 그 이유는 다문화 여성들이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대부분 가정에서 가정 일만 해온 터라 일반적인 교실 강의
즉 이론 수업보다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이 분들에게 “대구를 바로 알리자!”라고
결심했다. 이것이야 말로 이분들의 제2의 고향이 될 대구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빠르게 흡수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나 또한 당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대구의 문화, 사회,
관광지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교실 강의와 현장 강의를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우리 수업도 토요일 오전이라 수업 후 또는 수업시간에 대구시 여러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곳곳을 누볐다. 근대
골목, 김광석 거리, 대구미술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오페라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위안부역사관 희움, 경상감영공원 등 대구역사 공간을 함께 보고 느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생, 친구와 함께, 남편과 함께 등 편안하게 수업 아닌 수업을
진행하였다.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아니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없었던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소 현장학습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학습에
대한 열의가 넘쳤고,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 모습에 나
역시 흥분되고 열의가 생겼다.
9월부터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항상 그렇듯 새 학기가 되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먼 나라에서 와서 한국의 대학생활이 그리 녹녹지 많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 문화 차이, 육아 문제 등 4년간의 대학 생활 중 중간에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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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생겼고 졸업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 벌써 3학년,
2학년, 신입생 등 나의 수업을 거친 학생들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전체 학생 60여 명이 대구시 대표 축제인 컬러풀축제에 단순 참관이 아닌 “우리도
한국인이다!”라는 주제로 퍼레이드 경연에 나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런 모습에
이제는 내가 학생들로부터 힘을 얻는다. 그분들이 나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다문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그 분들은 당당한
대구시민임을 꼭 말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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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로 가는 길

정 용 의원

전원에 대하여 공부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지 30년, 이것을 토대로 20년 전에는 방송과
지역신문을 통하여 전원생활에 대하여 ‘전원주택을 찾아서’ 등의 칼럼으로 알려왔다.
2005년 사단법인 전국전원생활운동본부 창립 특강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전원생활
길라잡이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 몇 가지를 대구시민들께
드려 전원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전원에 사는 이유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 살고 싶어 하는 전원생활의 동경심에서 출발하는
경우, 조그만 농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 식단에 올려 가족·
친지들과 나누어 먹고 싶은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전원에 사는 경우도 있다.
바쁜 일상 속에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쉴 곳 하나를 만들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몸이 좋지 않아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을 되찾기 위해 청정지역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사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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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시의 시멘트 문화에 싫증도 나고 비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시골에 싼 주택을
만들어 사는 경우도 전원에 사는 이유 중 하나다.
삶의 공간을 온통 창작의 공간을 위해 만들고 소설, 시, 그림, 도자기, 사진, 건축
등 작품 활동을 위하여 전원주택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서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원에 옮겨 사는 경우도
있다. 도시민들이 수많은 이유로 전원에 나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처음의 생각처럼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복잡할 이유가
없는데 이미 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본인이 진정으로 ‘전원에 사는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전원에서
사는 이야기를 보고 들은 후 그 모든 조건을 다 맞추다 보면 정작 처음의 내 뜻은
없어지고 만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선별 취득해야만 처음에 갖고 있던 전원에
살려던 참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전원주택으로 옮겨 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한·두개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을 할
때 전원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집은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저마다 가장 원하는
뜻을 적극 반영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2. 전원생활과 나이
‘전원주택으로 들고 날 때 나이와는 어떤 경우 수가 생기는가?’ 고민해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해 사는 방법이나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 개인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대체적으로 젊으면 젊을수록 좋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젊을 때 전원주택으로 들어갈 경우는 확실한 직업이 있으면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원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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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젊은 날에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연주의나 감상주의, 때로는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흘러 정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춘은 청춘다운 맛이 있어야 하고 젊음의 푸른 피가 있을 때는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늘그막에는 전원주택으로 혼자나 나이 많은 노부부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세월이 주름을 더하게 하고 결국에 주름의 수만큼 용기도 잃어 가는데
적막강산의 농촌마을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특별한 뜻이나 별도의 목적이 없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나이든 삶은 어쩌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 삶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시(時)와 때가 있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40대에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주말에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정원, 텃밭, 집 단장 등을 하며
살다가 50대에서 완전히 이주해 퍼스트하우스(first house)로 사는 것이 좋겠다. 젊었을
때는 의욕도 강하고 힘도 있어 전원주택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가 되면 직접 지은 전원주택에 정(情)도 남을 것이다. 향기
나도록 만든 자기 집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주거나 70살 전후로 시내에 주택을
정하고 6도 1촌(6일은 도시에 하루는 농촌에) 생활을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지’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전원주택으로 옮겨 사는 일도 그중 하나 일 듯하다.

3. 정원과 텃밭
전원주택에 정원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팥소 없는 찐빵’이 되고 말 것이다. 파란
잔디, 형형색색의 철 따라 피는 꽃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진
정원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 속의 아파트 문화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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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에 살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야만 된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마음고생이 커지고 그 부담은 즐거운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교목류(소나무, 반송, 향나무, 단풍나무, 목련, 꽃사과), 관목류
(주목, 영산홍, 조팝나무, 장미, 라일락), 만경류(등나무, 능소화, 줄장미), 지피류
(잔디, 야생화)의 나무와 꽃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연석, 파고라, 정자, 원두막,
석등, 목재계단 등이 볼거리와 이용할 거리로 놓여지게 된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이유로는 정원 전체의 경관 형성을 위해서 심을 때도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 흉한
부분을 차폐하기 위한 식재, 도로 등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식재 그리고 그늘을
만들기 위한 식재인 녹음식재의 방법 등이 있다.
정원에 심는 꽃으로는 봄꽃인 수선화, 제비꽃, 하늘매발톱, 붓꽃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으로는 원추리, 패랭이꽃, 하늘나리, 옥잠화 가을에 피는 꽃은 과꽃, 층꽃나무,
용담 등이 있는데 이런 꽃들을 피는 시기별로 적당히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원을
구성하는 데는 ‘전정’이라 하여 대문에서 현관사이의 공간, ‘주정’인 정원의 주요
공간, 뒤뜰이란 뜻의 ‘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택지 위에 주택이 놓인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소마다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정원의 꾸밈은 주택의 창의 방향이나
크기에 따라 나무의 식재와 나무의 높낮이의 선택에 있어 달라 질수 있다. 전원주택의
정원을 만든 이야기를 들으면 3수4수(서너번 고침)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
하나의 예로 정원에 연못을 만들며 1~2m 아래 물이 모이게 해 웅덩이가 된 후에야
잘못된 것을 알고 뚝을 낮추는데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는 시행착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의 텃밭은 얼마만큼의 넓이로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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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아파트나 마당 좁은 집에 살다 보면 작은 터라도 마련하고 싶어 옥상도
이용하고 큰 그릇에 흙을 담아 야채를 길러 먹다 보면 ‘어디 넓디넓은 텃밭 하나
구해서 농사를 지어 봤으면 …’ 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과거에 신규영농을 하기 위한 조건이 1,000㎡(303평)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줄 때는 텃밭이 넓어야겠지만 지금의 자유스럽게 취득
할 수 있는 상황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미 전원에 나가 사는 이들의 이야기 중에는 “텃밭은 165㎡(50평)만 되어도
나도 먹고, 아들, 딸 다 주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더 불편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원주택의 텃밭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곡식은 농부에 땀을 먹고 큰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텃밭이 전원주택 내에 꼭 있어야 된다는 고집도 버렸으면 한다.
전원주택에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과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방문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차근차근 모아 자기 집에 맞는 정원, 적당한 크기의 텃밭을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4. 전원주택은 겨울에 구입하라
우리나라의 겨울은 삼한사온(三寒四溫) 등으로 강추위가 계속될 때도 있다. 곳곳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 지역별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곳도 있다고 한다.
‘A 전자’의 친구와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에어컨 예약 접수를 겨울에 받게 되는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중 하나는 고객들은 여름에 쓰는 에어컨을 겨울에 사면 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 홍보비도 적게 들고 추우면 추울수록 예약 접수가 많아지고
고객 쪽은 더욱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였다. 듣고 보니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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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특히나 전원주택은 겨울의 추위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 하고
묻는다면 겨울에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동산 특히나 전원주택은
겨울에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겨울의 전원주택은 개나리, 영산홍, 패랭이꽃,
우마차, 메발톱, 백리향, 층꽃, 수선, 애기별꽃은 그 자치를 찾아볼 수 없고 정원의
잔디는 누렇게 떡잎 되어 누워 있다. 능금, 감, 모과, 석류의 모든 과일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아카시아 향기 사라진 나무 위에는 까치집만이 덜렁 있는 곳이
전원주택의 풍경이고 상황이다. 낙엽은 이 바람, 저 바람에 몰려다니는 정(情)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전원, 자랑할 것이 없는 전원주택이 되어 있으니 팔려는 주인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매수인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겨울은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최적인 것 같다. 여름이 오면 더울 것이고 결국은
에어컨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듯이 봄이 되면 새 꽃잎이 다시 피어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줄 것이 당연시된다면 종달새 높이 날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꽃향기 가득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면, 찬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의심하지 말고 구입하는 것이 싼 가격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5. 러시아 ‘다차’와 우리의 전원주택
평범한 도시생활의 단조로운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 마음 편안히 쉴
곳을 찾아보고 싶은 것은 어느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다 같은 소망인 것 같다.
2004년 TV방송에서 러시아의 다차를 소개하는 ‘다차를 가다’라는 프로에서
보여준 러시아 도시인들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해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도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의 웰빙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러시아의 다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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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다차의 수는 2,000만 개 정도 되고 러시아의 도시민들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다차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많은 수의 러시아 도시민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차로 모여들고 그곳에서 2~3일
묵으며 직장 때문에 못 만났던 가족·친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과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으며 행복해한다.
러시아의 다차는 도시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자연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는다.
도시에서는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지만, 다차에 가면 취미 생활에서부터
유기농법의 농사 등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러시아의 다차라는 것이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에서 잃어버린 부분들(물론 다차는
러시아의 오래된 주거문화의 하나이긴 하지만)을 찾기 위해 농어촌에 가서 농사짓고
자연도 체험하면서 도시생활에서 받은 마음의 중압감을 떨쳐 보내고 다시 도시생활로
복귀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사이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주택이나 귀촌 전원주택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연을 만끽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공간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도시인들이 여가생활을 전원에서 보내길 희망하면서 도시인이 자연의 일부로서
삶과 가족사랑이 담겨있는 러시아의 다차 문화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전원생활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6평)의 ‘농막’을 허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조금 더 확대
하거나,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한다면 러시아의 ‘다차’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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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로 가는 길 정 용 의원

경상북도의 농촌지역에 ‘농막’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대구·경북은 한 뿌리라는
대구, 경북의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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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지켜주는 곳
조 재 구 의원

필자의 동네에는 대구의 명소이자 허파인 앞산이 자리 잡고 있다. 앞산은 좌우로
산성산(653m), 대덕산(546m)을 거느리고 있고 이들 세 산줄기의 북쪽 계곡에 조성된
공원이 앞산공원이다. 앞산공원은 도심에서 4.5㎞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16,772,133㎡의 면적에 크고 작은 골과 수십 개의 약수터, 수백 종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공원이며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런 앞산이 중년 이상의 시민들에게는 지난 세월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귀중한 장소이지만, 젊은 층들에게는 단순히 등산로와 동네 약수터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앞산을 자주 오른다. 이렇게 앞산은 나에게 위안을 주고 감사할 꺼리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소중한 장소이지만, 늘 보아왔고 항상 내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앞산을 비롯해 나를
기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 주말도 지인들과
녹음이 우거진 앞산의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구지역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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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하면서도 필자의 머릿속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관광이
팔공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천혜의 자연유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할 시기이다. 최근 대구시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앞산명소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보여주기식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앞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발전전략을
현실화하여 성공시키는 일이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희망의
빛을 찾아간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앞산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산명소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앞산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앞산 카페거리나 맛 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일구어낸 특화상권과 축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대구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앞산
전망대를 대형화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대구만의 특징적인 ‘볼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현충로역에서 앞산공원까지를 신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관광형 트롤리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이동수단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산 명소화 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설중의 하나인
케이블카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43년째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로 인해 앞산명소화 사업에
차질을 줄까 염려된다. 이제 대구를 「매력 있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대구」로 만들어
공장유치에 버금가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앞산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램이다. 필자도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의회보 제18집

113

의원단상

21C 문화와 예술의 시대에서
대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 규 학 의원

최근 대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이다.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는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쌓은 지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공장, 굴뚝을 대표하는 산업이 중심인 시대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필자는 ‘왜 문화와 예술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항상 반문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그 답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문화와 예술의 콘텐츠의 파급력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구매, 취업 등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문화 역량에 따라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되기에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그것을
주요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라고 답을 하고자 한다.
이런 문화가 중심이 되는 소용돌이의 시기에 무엇보다 대구시에서는 전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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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 중 누군가 ‘대구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문화도시로 변모하였는가?’ 물어본다면 소관
상임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대구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서는 조금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힌다.
물론 대구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을 열거한다면
대구만의 향토문화, 지역문화가 아직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구가 예전부터 문화 도시의 선구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배출한 문화예술인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아직
대구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낯선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구의 배타적인 문화와 대구시민이 대구를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 역사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시민이 대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미흡하다.
해답은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문화가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민이 문화를 제대로 알고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대구시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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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의 문화와 예술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구도로 되어야
하는데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기만의 문화적 욕망과 관심을 담아 그것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본다.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시민들이 지역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대구시에서는 컨셉을 제대로 확인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은 공을 들여 꾸준히 추진한 결과 외형적인
시설확충은 제대로 했지만 시설들의 컨텐츠를 결집시켜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를
표출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문화시설 자체적으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한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타 도시의 색다른 축제를 보기 위해 대구시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 도시의 사람들이 대구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재미있고 유익한 축제,
대구만의 독특한 관광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나 그동안의 문화예술적인 기반과 새로이 구축한 문화컨텐츠를
결집하여 노력한다면 그리 요원한 일도 아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와 선호도를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선행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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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기술했지만 우리는 문화가 중심인 세상을 살고 있다. 문화가 중심인 세상에서
문화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원하는 문화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재미있고 대구의 정체성이 담긴 축제를 즐기는 등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 대구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우며, 다른 도시에 있는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대구로 초청하여 대구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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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교육…
과연 학생들은 행복할까?
배 창 규 의원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폐지에 관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김대중 정부가 5년 시한으로 2002년 시범으로 실시한 자립형
사립고가 모태였다. 이러한 자사고 정책은 특색 있는 교육,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추진했지만, 고교 서열화 및 일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2014년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폐지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에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교육계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은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
변화에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적 행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려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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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교육위원회 초반기에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의 수업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깨우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은 늘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수업
시간에 교사와 동료 학생들을 의식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잠을 자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깨우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초등학교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에 관심을 잃어가는 유형으로, 실제로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관심이 없으므로 수업 시간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이다.
사회적, 생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수업이 오직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지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에 있어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과 같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 학교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교육 방향을 정하고 행복
학교 확대, 고입 선발고사 폐지, 선행 학습 금지, 자유학기제 등 매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 하는
붕어빵 교육을 하고 있다.
소위 일류 대학을 향한 일률적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모든 학생이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의 잣대에 집어넣고 그 잣대에 의해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비이상적인 교육이
재현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일반고의 교실 붕괴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혼합돼 운영되는 학교시스템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애초부터 공부에 뜻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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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에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대학 입시에 맞춘 수업을 3년간 듣게 하는 것 또한
고통이고 낭비라고 지적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잣대에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면서 수업시간에 의욕을 잃은 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대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치중하고 학생 개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 기회가 부족한 현실은 자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
실제로 사회가 학벌을 중시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양성’의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다르기에 이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꿈을 꾸는 학교, 이것이 과연
좋은 일 인가에 대해 우리는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각기 다른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 우수한 학생이 그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게 그 분야에 대해 차별화된 교육을 한다는 것도 그 학생의 능력
다양성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며,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기
위해 그 능력과 적성 분야를 고려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생이 가진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다양성을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입시경쟁에서 유리한 교육을
선호하여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보아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시각이
아닌 기성 어른들의 눈에서 보는 교육과 성공의 잣대 하에 학생들을 평준화, 획일화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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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 체제에 순응하는 프로그램화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님은 그 누구도 인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의 눈에 맞춘 일방적인 교육환경의 규격화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흥미를 탐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 본인이 지닌 다양한 재능과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 학생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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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뿌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자
구암동 고분군 면밀한 연구 필요
최 인 철 의원

1975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대구시 북구 구암동 함지산 일대에서 삼국시대
고분군이 발견되었다. 먼저 157기의 고분이 발견되었고, 이후 189기가 추가로 확인
돼 대형분 19기, 중대형분 23기, 중형분 91기, 소형분 213기 등 총 346기로 대구시
고분군 중 최대 규모다. 해당 고분이 발견된 함지산은 대구 최초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일 뿐 아니라 이곳의 신라양식 ‘돌무지덧널무덤’은 발견된 사례가 드물어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초 발견 후 40여 년이 흐를 동안
구암동 고분군은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2015년 5월 12일, 고분 보존을 위한 수목 및 잡초제거 도굴 고분 복원 등
최소한의 정비와 사적 지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대구시 북구청 및 시청, 조사기관의
토의가 진행됐다. 27일에는 칠곡향교 전통 문화 체험관에서 주민에게 고분군을
알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도 열렸고, 북구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구암동 고분군을 활용해 역사 공원과 산책로, ‘역사 문화 체험
학습관’을 조성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암동 고분군은 여전히
방치·훼손된 상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군 일부는 경작지로 개간되었으며
무덤 가운데로 등산로가 난 곳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도굴로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봉분이 무너진 무덤이
절반 정도였다. 형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고분도 있다. 훼손으로 인해 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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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고분군의 규모는 현재 조사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암동 고분군은 1987년 첫 발견 이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구암동 거주
고등학생들에게 고분군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니 49명 중 단 3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훼손 정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구암동 고분군의 현재
상태는?’이라는 질문에 78.7%가 ‘잘 보존되고 있다’(17명) 또는 ‘훼손되었지만
현재 잘 보존되고 있다’(20명) 등으로 현실과 다르게 답했다. ‘도굴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며 현재에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2.5%에 그쳤다.
대구지역에 현존하는 고분군은 크게 △동구 불로동 고분군 △달성 성산리 고분군
△북구 구암동 고분군 등 3곳인데, 함지산 일대가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된 곳인 데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돌무지돌덧널
무덤(적석석곽분)’이 대량 발견된 곳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구에는 귀중한 사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원형조차 보존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바로 지역 최고지배집단이 묻힌 서구 내당동·비산동 일대 달서 고분군의
사례인데 이 지역은 일제강정기까지 존재했지만 광복 후 도시화가 진행되며 지금은
그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칠곡지역에 위치한 구암동 고분군도 인근 지역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훼손되어 달서
고분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으로는 사적으로 지정된 불로동 고분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산리 고분군처럼 체계적 개발·보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구암동 고분군은 발견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보호가 부족한 가운데 소중한 우리 역사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고분군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만큼 보존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라도 대구시의 빠른 계획과 실행을 통해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과 연구 작업은 지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구암동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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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위상

이 정 숙 전의원(4대), 만촌시니어교육문화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81만 개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통령업무 지시 제1호도 일자리 위원회 설치이다.
다행히도 노인 일자리 확장도 한다니 기대가 크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노인 자살율도 세계 1위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국가는
예산타령에 돈으로만 접근하려는 자세가 문제다.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한 힘껏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돈이 비교적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일, 노인 위상 향상을 위한
일과 인권에 관한 일 등에 눈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만촌 시니어 교육문화센터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노인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다. 이 시대의 노인 위상은 세계 최빈국 시절인 6.25 전후 시절보다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 어르신들의 견해이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경로사상 만은
요즘보다 좋았다는 생각이다. 감히 어른 앞에서 담배 빼무는 청소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언론, 기업 등이 합심하여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경노정신 고취를 대대적인 국가시책으로 선정하여,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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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예를 들면 스마트 폰과 인터넷 등 Media와 뉴스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계몽을 함으로써,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한 예로 인터넷에 능한 젊은이는 기차표 좌석을 미리 예매해 앉아서 가고 노인들은
입석표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만촌시니어교육 문화센터에서는 지난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 및 영상편집 수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어르신의 손자, 손녀와의 소통의 계기도 되고 무료하게 시간만 축내는 노인이
아닌 앞서가는 어르신, 자신감 넘치는 어르신으로 바뀌었다. 마침 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미디어교육지원단이 발족되어 교육받은 어르신들의 일자리15개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노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다면 노인의 자존감이나
위상이 향상되리라 믿는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세제류 및 화장품 등의 표기문의 활자크기가
너무 작고 영문으로 되어 샴푸와 린스 구분이 어려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마땅히 이러한 공산품에 활자크기 및 한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 반성하고 협조하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다. 이외에도 노인의 인권문제 등 노인을 위한 일들은 관심만 갖는다면
돈과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정부만으로는 어렵고 기업 및 언론,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은 사회통합의 지름길이고 긍지 높은 어르신들이 사회의 리드가 될 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이 하루빨리 결실이
맺어서 골목마다 애기의 울음소리 요란하고 노인의 환한 미소가 넘쳐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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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김 형 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5년 전 지방분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 ‘껍데기뿐인 지방자치’ 등의 말이 나오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나누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이 비수도권으로 분산되지 않으면 온전한 자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5년 전 지방분권개헌 운동이 일정에 올랐을 때 “개헌 없는 지방분권 없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다. 이 명제는 지방분권운동 1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법률에
의한 지방분권 추진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인식에서 제시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 이양이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행정부 및 국회)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인 핵심적 권한들을 기득권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분권특별법 등과 같은 법률로서는 지방분권 추진이 원천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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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최상위 법인 헌법 자체가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촉진법을 어떻게 개정해도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천적 한계가 주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획기적
지방분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획기적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러면, 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는가? 지방분권 개헌이 왜 긴급한 국가의제인가?
중앙집권체제와 재벌지배체제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어온 낡은 한국모델
(Old Korea Model)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IMF가 경고한 것처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New
Korea Model)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현행 헌법이 떠받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과 불공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는 처리해야 할 사무가
지나치게 많아 과부하가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맡기면 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치안 등의 업무들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현장성
없는 획일적 행정을 하니 업무 성과가 낮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권한과 재원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능하게 되었다. 반면 권한과 재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단이 없어 무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능력이 향상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 간 현격한
격차로 인한 불공정을 불러일으켰다. 주한미대사관 외교관을 지낸 Gregory
Henderson은 그의 저서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에서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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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단일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서 작동하는 권력정치가 한국
문화의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되어 수도 서울로 향한 저항할 수 없는 빨대로 작용
하였다. 헨더슨은 한국의 고도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통찰한 것이다. 헨더슨의 명제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혁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둘째,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전체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조항이 단지 2개 조항(117, 118조)만 있다. 특히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치 규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령 등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원천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11개국 헌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10개국 중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조항이 가장 빈약하다. 즉, 독일이 96점, 이태리 81점, 스페인·러시아 75점,
대만 72점, 멕시코 68점, 프랑스 67점, 스위스 53점, 스웨덴 37점, 일본 35점 한국
28점으로 나타났다(최병선·김선혁, 2007).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법률로 유보하고
있고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매우 빈약하다. 정권의 의지와 정치권의 이해에 좌우되는
법률에 따라 지방분권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체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중앙집권적 헌법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폭주하는 업무의 과부하가 되어 있어서 중앙집권체제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가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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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고 있어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다른 한편,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는 과잉과 과밀로 인해 집적의 효율이 사라지고 집적의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지가와 주택가격으로 인한 생산비 및 생활비 상승, 혼잡과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미세먼지가 초래한 건강악화로 인한 인적자원 손실 등은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가 한계에 왔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소용돌이 블랙홀인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중앙집권-수도권
발전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커녕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능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다극 발전체제를 구축하면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에서 더 이상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비수도권의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발전체제가 아닌 지역다극 발전체제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들에 제시된 광역경제권 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이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4+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4+2’ 광역경제권 구상은 전국을 크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4개)과 강원 및 제주(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여
경제권별로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역동적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었다(김형기, 2006) 이 구상에서 이러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영남경제권에
제2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구상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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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권을 대구경북권과 동남권
(부산-울상-경남)으로 나누는 것 외에는 권역설정에 달리진 것은 없었다. 다만,
광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시작했으나 실질이 없이 결국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중도반단(中途半斷) 상태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 폐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다극발전체제를 구축
하는데 계승되어야 한다. 다만 권역 설정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4+2’든 ‘5+2’든 광역경제권 단위로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구역통합을
지향하면서 광역정부에 산업자치를 하는데 충분한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지역다극발전체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국가쇠퇴를 막으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일본 총무장관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는 지방소멸이란 자신의 책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소멸하고 그 결과 일본이 쇠퇴한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을 내 놓았다. 일본의 동경일극집중사회에서 지방의 가임여성
(20~39세)이 동경 등 대도시로 유출하고 동경 등 대도시로 모여든 청년들은 땅값과
주택가 상승으로 제집 마련이 어렵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실업과 비정규직 등
불완전취업 상태에 처하여 결혼을 포기하거나 만혼이 이루어져 대도시의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인구도 줄어
들어 마침내 일본이 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감소되고 전체 국력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增田寬也, 2014).
이러한 지방소멸은 한국에서도 멀지 않아 나타날 전망이다. 이상호(2016)는 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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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야의 논의를 참고하고 지방소멸 지수를 고안하였다. (20~39세 인구 비중)/(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지방소멸 지수로 정의하고 이 지수가 0.5 미만인 85개 기초자치단체가
30년 이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러한 지방소멸은 일본과 마가지로
아니 일본 이상으로 심한 수도권 집중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과 동일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 Gregory Henderson의
명제에 의하면, 고도의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저출산을
막으려면 중잉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일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주민 가까이 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되어야 지방
정부(광역과 기초)의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터에서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은 지방
분권국가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는 주민자치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2항에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규정이 추가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민주통일을 위해서는 장차 북한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국가체제를 남한에서 미리 구축해야 한다. 서독이 동독을 독일연방에 가입시켜 통일한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한국은 남북한을 몇 개의 지역정부(예컨대 ‘8도 연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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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연방국가로의 통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방제를 통해 북한지역의
지방정부들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낙후된 지방
정부를 지원할 때 현격한 격차가 나고 있는 북한을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한국
(United States of Korea)을 준비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남한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4. 지방분권 개헌의 기본방향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지방분권 개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1)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프랑스가 2003년 개헌 때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조직된다’는
구절을 삽입하여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키는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듯이,
고도로 중앙집권국가인 한국이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려면 그 이행을 담보하는 선언이
헌법 1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두고, 국방과 외교 및 거시경제정책, 전국통일적 사무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공동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규정한다. 입법권의 경우 법률에 버금가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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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의 재정적 보장을 헌법에 규정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현행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세원으로 하는 공동세 제도를 명시하는 재정분권
조항이 설치되어야 한다. 국세 법률주의와 함께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인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방정부 상호 간 지방재정조정인 수평적 재정조정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4)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한다.
지방정부의 직접적 국정 참여를 위한 채널인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한다. 한국형 상원 모델을 개발하여 헌법에 반영한다. 하나의 대안은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동일한 일정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상원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입법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원은 현재의 국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원은 통일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즉 통일한국에서 북한 지역 지방정부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제2공화국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운용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형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분권형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이다. ‘집권형 발전국가’였던 Old Korea Model을 ‘분권형
복지국가’인 New Korea Model로 전환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려는 것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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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헌의 목표이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 모델인 분권형 복지국가는 통일한국의
비전이어야 한다. 분권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Greater Korea)과 복지를 통한
더 좋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을 건설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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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 실현 방안
김 광 석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1.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도 지방분권 관련 여러 정책과제를 제안
하였다. 취임 후 얼마 후인 6월 1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약속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크다. 혁신도시 활성화 등 참여정부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많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나,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각종 정책 제시는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환영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분권형 헌법은 주로 국가권력의 특정기관 독점을 막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집중되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회와 총리 등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나 대통령의 임기,
분권형대통령제 구현을 위한 정부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지역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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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는 줄곧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이유는 적정수준의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본적인 토대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내실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더욱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주민을 더 잘 살핌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는데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청년실업과 일자리 등의 사회문제는 간혹 매우 복잡해서 정부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고 주민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대구시는 민선 6기 이후 시민원탁회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창의도시재생 지원센터, 청년센터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자치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구는 전국 최조로 주민 주도의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한 곳이며 2011년 「대구광역시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분권협의회 발족, 대구시
8개 구·군의 지방분권 관련 조례 제정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분권화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왔다. 향후에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시와 구·군 간 이양 대상 사무를
조사하고 이양 확대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책은 자치기능 및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주민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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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한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리와 제도의 기본지침을 헌법에서
제시해야 하위 법률에서 헌법의 취지와 기준에 맞게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상당수 입법에 의해 해결
해야 하며, 입법권마저 국회와 정부에 집중되어 입법 형성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 지방자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된다.
현행 헌법에서 전문과 부칙을 제외한 130개 조항 중에서 지방자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 불과하다. 헌법의 두 조항이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 또는 유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본원적인 결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헌법적 보장의 내용을 구체화할 뿐이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좌우되어 왔다. 이것은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지방
자치제에서 사회의 기능이 개별 구성원의 기능에 비하면 ‘보충적’인 것처럼,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비하면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는데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넘어서거나 자신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안된다는 원리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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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 토대로서 지방분권 개헌
현행 헌법상의 중앙집권적 성격의 입법기관 구성과 정책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헌법의
통치구조 전반에 걸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로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정한 역할 분담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주체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창의적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한 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지방의 활력증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은 지방분권이 전제될 경우에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자의 역할을 겸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 간 창의적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공공재가 지역주민의 취향에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하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지방정부는 보다 강한 예산제약조건 하에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지방분권은 시민 체감의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서 역할과 함께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정치구조, 경제력과 문화기반의
수도권 집중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앙집중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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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 할
나위 없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부
부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이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 등 후속 조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가 증진되는 데까지 그 효과가 미쳐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납세자에게 근접한 관계로 예산의 내역을 잘 파악하여 낭비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위한 지방분권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모두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다원적 사회 구성이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 내 행정·복지·재산·
산업·문화 등 해당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국가의 과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주민의 자치역량 또한 배양되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공감대를
키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며 지역균형
발전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국민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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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은 주민자치 활성화고 주민 복리의 증진이다. 자치와 분권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행정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분권 및 자치에 못지않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와 구·군 간의 사무배분 원칙 수립과 사무
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충성과 자기책임성의 원칙 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사무와 재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과 더불어 지역 공무원의
분권과 자치 추진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에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의
시정구호를 시민들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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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박 용 억 전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서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 11.0% 그리고
2017년에는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고 2025년에는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시간은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시간은 8년으로, 일본은 각각 24년과 12년
그리고 프랑스는 115년과 39년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2000년 노인 인구수는
339만 5천 명에서 2016년 686만 4천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천33만 2천 명으로 일천만 노인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지금부터 2025년까지 한해
평균 노인인구가 38만 5천 명씩 증가하게 된다. 경북 구미시의 2016년 전체인구가 약
410천명 정도 되니 매년 우리나라에서 구미시만한 도시가 노인인구로 채워지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생산연령인구(젊은이)들이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되기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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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곧 노인이 되는 시점에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사회의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웃 일본의 단카이 세대들이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반면 교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다. 2000년 대구시 전체인구 약 253만 8천 명 중
노인인구는 14만 9천 명으로 5.8%에서 2010년에는 전체인구 253만 2천 명 중 25만
2천 명으로 9.9% 그리고 2015년에는 전체인구 251만 3천 명 중 노인인구는 31만 6천
명으로 12%로 15년 간 노인인구는 2배 이상인 16만 7천 명이 증가한 반면 64세 이하
인구는 19만 2천 명이 줄어들었다. 경제에 있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의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범국가적인 경제문제가 대두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노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앞으로의 노인은 일과 자녀로부터 해방되어 소비, 여가, 문화 등에의 전념이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생활,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가며,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려는
노인세대가 우리소비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노인들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자녀에게 무한정
투자로 여가에는 신경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과 방법도 과거에는 시간 보내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Senior들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들의 소비특성은 퇴직 등으로 증가한 여유시간
적극 소비, 취미생활·국내외 여행·학문 또는 관심영역 연구 등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한 소비 증대, 회사 등
종적 커뮤니티보다 가족, 친구 등 횡적 커뮤니티 중시, 학연·지연·혈연 등 중시,
정보수집, 분석, 처리 능력 저하로 인한 가사 등 일상 생활 서비스 위탁 의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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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금에 여유가 있고 경영관리 경험 보유, 자유롭게 노동을 즐기고자 하는
Senior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7년에 남성이 75.86세, 여성이 82.45세 그리고 전체는 79.16세에서 2015년에는
남성이 78.98세, 여성이 86.17세 그리고 전체는 82.06세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수명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낮은 편이다. 즉, 노인들이
유병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후기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중요한 건 노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 될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자동차산업보다 틀니
산업의 매출이 높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각 가정에 한 대 정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평균 100만 엔이며 그것에 비교해서 틀니는 약 50만 엔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면 각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명의 노인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틀니 비용으로 100만 엔이 소요된다. 그런데 틀니는 새것으로 해야 되지만,
자동차는 중고라도 상관없다. 그런 이유로 고령사회에서는 자동차산업보다 틀니산업의
매출액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설명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러저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기서 의외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인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중산층의 급증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나은 복지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부터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 될 것이라고 본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구시도 경제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보다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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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사업이 중요하다. 보통 50대 후반에 은퇴 후 약 30년의 기간을 무직 상태로
지내게 된다면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놓이게 된다. 경제력 없는 노인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약 68%는 공익형이고 나머지 약 20%는 시장형 사업단 그리고 약 10%는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노인의 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재능 나눔이나 시장형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재 취업 시
자기의 경험을 젊은 사람에게 전수시켜줄 수 있는 직종으로 마련해준다. 독일의
BMW나 벤츠 같은 회사는 65세 이상 숙련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나가 30~40대
후배들을 멘토링 해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은
젊은 사람보다 모자랄 수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훨씬 크다.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하여 전수하게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가능한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할 때 그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대한 촌락이 만들어졌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시티 마을 등은 노인들이 수 만명이
모여 살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다양하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 특히 고령친화산업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다.
일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타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본다면 2014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약 12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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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약 2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40~60대의
가정주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에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정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는 고급 노인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어 일부 부유층들이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다.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은 좋은 서비스를 찾아 타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손실이다. 대구시의 노인이 약 31만 명 중 8%가
이용하게 된다면 2만4천 명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고용창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경제전반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유자시설 등을 건설할 때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분양을 할 수 없고 임대로만 해야 하기에 대기업이 아니면 복지기관이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기업이나 복지기관이 하게 되면 부실과
소규모시설로 경제력있는 노인을 유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구시는 수성지구와
동구 혁신도시 중구의 판자촌 등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 번째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얼마만큼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을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기에 건강이 좋지 못한 지역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노인 보건의료사업은 복지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Katan은 보건복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조직 사이의 그리고 조직의
종사자 사이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의료조직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활
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탐지
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기관은 개개인들의 의료적 문제를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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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계 기관 상호 간의 연계에 의해서 이러한 개인들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개인들의 문제는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으며,
양체계간의 협동은 시설과 인력과 같은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중서비스,
중복서비스, 그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득증가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포괄적 개념에 의한 의료 영역 확대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립 생활지원을 목표로 하여 종래의 복지와 보건,
보육 등의 분화된 행정을 바꾸어 개인이 가지는 복합적인 문제와 한 가정이 가지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게 된다. 종합상담서비스가 가능하여
신속한 대처로 이뤄지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하게 동원되어 효율적인 수요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지역사회복지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일본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약 4,920여 개가 있으며 대략 노인인구 3~4만명당 1개소 설치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수성구 고산지구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앞으로는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정책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한다. 고령친화산업에 의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기업은 고령친화산업의 여러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달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이 민간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업체에서도
고령친화산업에서 이윤만 추구 한다기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상품 등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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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八公山)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활성화 방안
전 영 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Ⅰ. 유·불·선과 가톨릭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화합의 공간
대구의 동구, 북구와 경북의 4개 시·군(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등 6개
지자체에 걸쳐 분포하는 팔공산은 대구·경북의 자연적 및 인문적 동질성을 확보해줌은
물론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이다. 팔공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를 비롯해 신라 선덕여왕의 추모제를 집전하는
숭모전이 있는 부인사, 신라 민애대왕3층석탑이 있는 동화사, 고려 광종 임금이
머물면서 속병을 고친 도덕암, 조선 인종과 광해군의 태실 그리고 영조의 원당이었던
파계사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팔공산이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역대 왕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명산임을 잘 보여준다. 팔공산이 불교문화유적의 산실임은 물론 신라의
원효, 의상, 김유신 장군, 신라 41대 헌덕왕의 아들인 심지, 고려의 지눌, 일연 스님,
조선시대 성리학자 유방선, 김시습, 서거정, 이황, 이숙량, 서사원, 추사 김정희,
사명대사 유정 등과도 관련을 가지는 산으로 다양하고도 풍부한 스토리를 양산해낼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이기도 하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벌어진 공산전투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있어 역사적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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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란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를
비롯해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지휘 아래 승군 총사령부가 동화사에 있었다. 또한
대구 지역 선비를 중심으로 팔공산에서 ‘공산회맹(公山會盟)’을 통해 대대적인
의병활동이 이루어진 일, 6.25 한국전쟁 당시 가산 일대가 낙동강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한 사실에서 팔공산은 호국의 산으로서도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천주교의 성지인 한티성지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한티재로 가는 길 옆, 드넓은 골짜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한티
성지의 존재는 팔공산이 유·불·선과 가톨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공간임을
잘 일깨워준다.
주지하듯이 팔공산은 맑은 빛을 띠는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거대한 산괴로
수려하고도 다양한 화강암 지형이 곳곳에 발달한다. 화강암 풍화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동·식물의 종 다양성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의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생태공간이다. 특히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지형과 관련하여 전해져 오는 이야기
거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산의 대열에 팔공산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역사·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팔공산을 대상으로 팔공산의
위상제고와 세계적 명산으로서의 명품 관광지 조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통일신라시대 중악으로서의 품격 있는 위상
팔공산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고문헌은 1497년 간행된 김종직의 시문인
『점필재집』이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팔공산은 중악(中岳), 부악(父岳),
공산(公山) 등으로 불려 져 왔다. 중악의 기원은 『삼국사기』권 제32 ‘잡지(雜志)’의
‘제사(祭祀)와 樂(악)’에 나타난다. 즉, 3산(山)·5악(岳)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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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중사는 5악으로 동악을
대성군의 토함산(吐含山), 남악을 청주(菁州)의 지리산(地理山), 서악을 웅천주(熊川州)의
계룡산(鷄龍山), 북악을 내사군((奈巳郡)의 태백산(太伯山), 중악을 동·서·남·북악의
중간에 위치하는 압독군(押督郡)의 공산(公山)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팔공산은 신라시대 이래 공산, 중악, 부악 등으로 불려 져 오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팔공산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8개 고을에 걸쳐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팔공산이 행정구역상으로
8개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적은 없었다.
둘째, 동화사 창건 당시 불골간자인 팔간자 설화와 관련된 설이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의 이념체계를 지향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불교와 관련된 팔간자의
‘팔(八)’을 차용하여 공산을 팔공산으로 개칭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셋째,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벌어진 팔공산의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여 도주할 때, 왕건의 여덟 장수가 팔공산에서 순절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공산전투에서 왕건과 함께 전투를 하다 순절한 장수로는 신숭겸과 김락 장수
두 명이다. 그래서 고려 16대 왕 예종은 이 두 장수의 원혼을 달래주려 ‘도이장가’를
짓기도 했다.
넷째, 중국의 지명을 차용했다는 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는 중국의
지명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대부의 중국에 대한 모화(慕華)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 그러한 경향이 심했다. 383년 전진(前秦)과 동진(東晋) 간에 벌어진 비수
전투의 격전지에는 팔공산(八公山)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아마도 당시 비수전투가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벌어진 공산전투 만큼이나 치열했던 것에서 팔공산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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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팔공산의 지명유래에 대한 설이 다양하게 전해 오고 있으나 가장 합리적인
유래설은 중국 안휘성(安徽省)의 팔공산 지명 차용설이라 생각된다. 한편 팔공산
지명은 대구 외 전라북도(진안군과 장수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고도 1,151m)에도
한자어까지 동일한 팔공산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구의 팔공산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구의 팔공산이 워낙 유명하여 1등만 기억하는
요즘의 우리 세태를 잘 반영해주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Ⅲ. 흰 빛의 수려하고도 기묘한 화강암 지형경관
대구분지와 분지를 둘러싸는 팔공산지 그리고 비슬산지는 대구의 지형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대구를 구성하는 암석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구분지를 구성하는 퇴적암이 가장 앞선 시기로 약 1억만 년 전(중생대 백악기)
호수에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다음으로 약 7,000만 년 전의 강력한
화산 폭발로 대구의 남쪽을 에워싸는 앞산과 비슬산 일부를 구성한 화산암이다. 팔공산을
구성하는 화강암은 약 6,500만 년 전에 형성돼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팔공산의 기묘한 산세를 이루는 주요 물줄기는 군위군에서 발원하는 사창천·
남천(상류부는 동산계곡)·구천, 영천에서 발원하는 신녕천(상류부는 치산계곡)·
청통천, 경산에서 발원하는 조산천, 그리고 팔공산 남사면 대구지역에서 발원하여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숙천·율하천·불로천·동화천·팔거천 등이 있다. 특히 신녕천
상류 치산계곡에 발달하는 선주암폭포는 팔공산 최고의 폭포로 꼽힌다. 선주암폭포를
대상으로 한시를 지어 읊은 문장가들로는 금계 황준량, 퇴계 이황, 낙재 서사원,
북계 조용석, 전암 김경기, 아헌 권치경, 연호 김진성, 소계 정태하, 낭산 이후 등이
있어 선주암 폭포의 뛰어난 경관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북서부의 가산에서 남동부의 초례봉에 이르는 북서-남동의 ‘ㄱ’자형 장축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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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괴의 경우, 주능선 역시 북서-남동 방향을 보인다. 즉, 북서편의 가산에서
남동편의 초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다. 산악인들에게는 가·팔·환·초(가산팔공산 정상-환성산-초례봉)로 알려진 팔공산 주능선은 팔공산을 찾는 산악인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산행경로다. 본 능선의 지도상 거리가 약 37km에 달하는데, 실제
거리는 40km가 넘어 단일 산괴로는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Ⅳ. 기묘한 경관마다 넘쳐나는 명품 스토리
외양이 희고 맑은 빛을 띠는 팔공산 화강암 지형경관은 명품의 스토리를 양산하기에
제격이다. 보물 제431호로 지정된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을 비롯해 풍수의 대가
신라시대 도선국사와의 인연을 가지는 가산바위, 수많은 한시를 양산하게 한 선주암
폭포(공산폭포, 치산폭포, 수도폭포),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염원이 서려 있는
석굴·장군바위·장군폭포·장군수, 원효대사가 득도한 오도암과 서당굴,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패하고 퇴각하던 중 쉬어간 염불암의 일인석과 초례봉, 팔공산
정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져 그 위용을 자랑하는 톱날능선과 병풍바위, 기가
강하기로 소문난 노적봉, 퇴계 선생이 한시 ‘연경화암’에서 노래한 화암(畵巖),
돌구멍절(중암암)의 건들바위·만년송·삼인암·천왕문·극락굴 등에는 신비로운
이야기 거리로 넘쳐난다. 팔공산을 대표하는 명품 이야기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불·선과 가톨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공간 팔공산
2, 가산바위
3. 쌍거북바위
4. 중암암(돌구멍 절)
5. 선본사 갓바위
6. 불굴사 원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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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마산(鳴馬山) 장군바위
8. 수태골(受胎谷)
9. 화암(畵巖)
10. 공산전투와 지명유래 이야기 : 대왕(大王)재, 대왕암(大王巖), 나팔고개, 살내
(전탄, 箭灘), 무태(無怠), 연경(硏經), 파군(破軍)재, 왕산(王山), 지묘(智妙), 일인석,
독좌암(獨坐巖), 불로(不老), 시랑, 초례봉(醮禮峰), 안심(安心), 반야월(半夜月) 등
11. 환성사 거북바위
12. 동화사 창건설화와 미륵불의 팔간자·구간자
13. 미륵불과 동화사 마애불좌상
14. 연화대좌 아래에 용무늬가 그려진 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
15. 팔공산 사찰과 원효·의상·심지·일연
16. 팔공산과 인연을 가지는 역대 왕들
17.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18. 고려 태조 왕건의 장수 장절공 신숭겸과 미리사
19.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측백나무숲
20. 은해사 거조암과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
21. 천주교 성지 한티재
22. 호국의 성지 가산산성과 공산성
23. 임진왜란과 공산회맹
24. 신라 ‘오악’의 중심 팔공산의 제천단
25. 하시찬의 ‘공산팔영(公山八詠)’
26. 도덕암의 고려 광종 어정약수
27. 팔공산 자락의 전통마을 옻골마을과 한밤마을
28. 은해사와 추사 김정희 글씨(大雄殿, 寶華樓, 佛光)
29. 최초의 석굴 불상인 군위삼존석굴
30. 수많은 유산기와 유산시(매월당의 망공산, 정사철의 유공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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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팔공산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활성화 방안
유·불·선과 가톨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공간인 팔공산을 대상으로 수려한
지형경관은 물론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유적, 팔공산에 녹아 있는 다양한 명품 이야깃
거리 등을 살펴보았다. 팔공산은 그야말로 명품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의 보고라 할
만하다. 특히 인구 250만의 대도시인 대구분지 주변에 남(비슬산괴), 북(팔공산괴)으로
해발고도가 1,000m 넘는 산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봐도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는 대도시는 대구가 유일하다. 팔공산은 접근성이 좋을뿐더러 설악산,
지리산 등 국내 유명 산지와는 달리 산세도 험하지 않아 탐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팔공산에 관한
흥미롭고도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팔공산의 세계적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팔공산 제천단(祭天壇)에 관해 기록된 고문헌이 전해오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따라서 팔공산의 상징적 존재인 제천단의 장소 고증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 성역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팔공산의 정체성
확보와 대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천단을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일 관광지에서 체류 관광지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팔공산 일대를 슬로우 타운(Slow town)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팔공산에 산재하는 각종 문화역사생태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광유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팔공산의 슬로우 타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유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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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한티 성지의 ‘성지순례자 길’을 구체화시켜 관광 상품으로 적극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동화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 체험관을
보다 확대·개편하여 파계사, 부인사, 은해사, 송림사 등 여러 사찰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 명상(명상의 길, 템플 스테이,
한티 성지 피정) 등을 통해 각박한 삶에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4. 팔공산 지명의 중국 유래설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중국인의 해외관광지출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광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팔공산 지명의 중국 유래설을 비롯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8’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매년 8월 8일이 속하는 주간을(오전 8시∼오후 8시)
‘중국인을 위한 팔공산 축제’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극적성으로 기도하면 한가지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이야기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관광에 있어 볼거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을거리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팔공산을 느림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팔공산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는
제대로 된 사찰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사찰음식은 육류가 배제된
채소류나 과일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화된 음식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팔공산의 화강암 풍화층을
통해 나오는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하면 최고의 명품 재료로 부각시킬 수 있다.
즉 팔공산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한 유기농 재료는 팔공산이 가지는 ‘느림’과
‘치유’의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킴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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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팔공산 인근의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팔공산
주변의 관광지로는 금호강과 낙동강 일대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문학
탐방길 복원 등이 주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비들이 시문을
나누던 정자와 뱃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머물던 나루터 일대 그리고 행선지나 행로
등에 대한 고증과 복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슬산권과의 연계, 대구 도심지의 근대화
골목 투어 등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무엇보다
최근에 대구와 경북이 상생과제로 이룩한 ‘팔공산 둘레길(108km)’을 본 계획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팔공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즉, one stop servic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팔공산 박물관’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팔공산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명품 팔공산 조성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8. 팔공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갓바위(보물 제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 팔공산 기슭에 세거하는 전통마을인 군위 대율의 ‘한밤마을’, 동구 ‘옻골마을’
등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팔공산 일대 전통마을의 세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팔공산에서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주제의 축제들(동화사의 초파일 봉축행사와
개산대제, 부인사의 선덕여왕 숭모대제와 승시축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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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벚꽃축제, 팔공산 단풍축제, 갓바위 축제, 칠곡군의 혜원정사-가산바위 간
10.6km 달빛 축제, 영남일보의 달빛 걷기 축제, (사)한국문화공동체의 팔공산 풍경
소리축제, <가칭> 한티성지 순례자 길 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시킨다면 팔공산을 연중 관광지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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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안,
대구테크노폴리스
이 공 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2000년대 초에 나타난 대구시 경제 위기
1960년대에 건설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들이 제조업 경쟁력 추락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 창원, 거제, 포항, 대구, 구미 등 주로 영남지역에 위치한 산업
도시들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집적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들 산업도시들도 대규모 도시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영원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예상외로 빨리 추락하고 있다. 영남지역 산업도시 중 가장 일찍 산업추락
위기를 경험한 도시는 대구광역시이다. 필자가 2003년 대구시의 요청으로 연구를
시작한 후 통계분석을 한 결과 대구시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은 이미 30%의 고용
손실이 있었다. 동료 연구원에게 대구 지역경제의 위험도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당시 조해녕 시장은 대구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시 경제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대구시의 특성화 방향을 과학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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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필자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필자는 대구시를 과학기술 도
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라는 과학기술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채우는 정책 대안으로서 5개의 과학기술정책 사업과 5개의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1)

위기극복 대책으로서의 과학기술 신도시 건설
필자는 인구 250만을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로서 도시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신도시 건설이라는 다소 무리한 전략 추진이 옳다고
생각했다. 외부 지역으로부터 기업 유치, 기존 기업의 고성장,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정책 대안은 많지만,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시 정책만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다.
과학기술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특성화 분야 선택이나 신도시를 과연 어디에 건설
하느냐에 관한 도전적인 이슈가 놓여 있었다. 대구시 인구 규모를 볼 때 특정 산업
몇 개를 육성하는 정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술
융합에 의한 기술혁신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융합’을
슬로건으로 제안하였다. 기술융합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없는 신산업의 탄생과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기계, 금속, 생명공학, 화학,

1) 5개의 과학기술 정책 사업은 ① 기술융합 연구개발 사업, ② 산학 연구협력사업, ③ 기술혁신 경영지원사업, ④ 동남권 기
술확산 교류사업, ⑤ 정보화 지원사업 등이며, 5개 연구기관 설립사업은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② 경북대 이공
계대학 및 산업기술대학원 설립 이전, ③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디스플레이연구소 설립, ④ 낙동강환경기술연구소 설립,
⑤ 국제멀티미디어연구센터 유치 등이다. (대구광역시(2004),『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
296-354쪽 참조: https://biseul.dgist.ac.kr. 메뉴: 자료실-정책제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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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기 등 거의 모든 분야 산업기술이 융합되어 가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각종 기계나 공장의 작동뿐만 아니라 실험실의 실험, 동식물 유전자의 조작,
사람과 기계 간 의사소통 등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도 이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과학기술 신도시 위치로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현풍면과 유가면 일대를 추천하였다.
대구시는 당초 오랫동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토지 거래를 규제하였던 달성군
옥포면 위천리 근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지역은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그나마 좁은 지역에 2개의 큰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과학기술
신도시로서 부적합하였다.
2003년 10월 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테크노폴리스
입지로 현풍면과 유가면 일대를 추천하는 보고를 조해녕 시장에게 보고할 때 위천리
일대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테크노폴리스 건설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전
필자가 현풍면과 유가면 일대를 과학기술 신도시 입지로 추천했던 배경에는
초광역 혁신시스템 구축이라는 철학이 있었다. 과학기술 신도시 건설은 많은 지원 투
입과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축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개의 광역 지자체가 같이 투자의 효과를 얻게 한다는 것이 착안
포인트였다.
초광역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은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도권의 홍능연구단지, 중부권 대덕연구단지, 서남권 광주첨단과학단지 등이 사례로
들을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 신도시는 과거와 같이 연구기관만을 집적시키는 곳이 아니라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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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산업과 문화예술,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그리고 주거 공간이
동시에 확보되는 테크노폴리스 형태여야 한다.
테크노폴리스는 모든 것을 새로이 건설하는 신도시 형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산업
단지 혹은 연구단지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대덕연구단지는 산업생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연구기관
집적뿐만 아니라 주거 기능, 문화기능, 생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자족
도시형으로 건설되었다.
달성군 현풍면에 건설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속한 영남권 중심에 위치해 있다. 영남권은 전국 제조업 사업체
수의 31.9%(2014년, 6만 8,640개), 부가가치 창출액의 34.2%(2014년,
484조 4,852억 원)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부임을 알 수 있다.

초광역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이 효율적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여러 지역의 특화된 연구개발 기능을 노드 (node)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융합기술 연구의 성과를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초광역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초광역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적은 국가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초광역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일까?
초광역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은 사실 연구개발 기반 구축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영남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산업추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산업도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거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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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미 등 주요 산업도시들이 공동으로 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영남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조직의 17.5%만을 갖고 있어, 연구개발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또 영남권은 정부투자기관 부설연구소가 부족(6개)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전국 대비 25.7%에 불과하며, 공공연구기관은 전국 대비
23.6% 수준으로 낮다. 기업 부설 연구소도 부족하다.
연구개발비 지출에서도 영남권은 전국 대비 약 12.0%로 연구개발 조직체 수 비중
17.5%에 비해 훨씬 더 낮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대비 약 4.2%, 경남이 3.2%로
영남권 연구개발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출
이 전국의 6.7%로서 매우 미약하다. 대학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국의 19.9%,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지출은 전국의 12.6%로, 대학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렇듯 영남권의 연구개발 기반 구축이 시급한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주요 도시별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다. 따라서 1·2개 지역을 선택
해서 전략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여기서부터 생성되는 과학기술을 인근 지역에
확산시키는 초광역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한다. 대구테크노폴
리스는 바로 이 전략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재도약 절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대덕단지를 건설한 후 30년이 지났다. 우리 경제의
총 생산액 규모는 1970년부터 2014년 사이 45년 동안 532배의 증가를 실현했다.
그러나 21세기 초입에 이르러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영남권에 위치하는 산업도시들이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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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 (2004),『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

<그림>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입지 여건
<표> 연구개발 조직의 지역별 분포 (2014)
구분

전국 (A)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계(B)

B/A(%)

공공연구기관

516

24

28

9

32

29

122

23.6

중앙정부출연

139

6

8

4

6

8

32

23

지방정부출연

36

3

3

-

6

1

13

36.1

국공립

121

5

3

2

14

12

36

29.6

기타

220

10

14

-

6

8

38

17.3

대학

411

21

14

6

30

25

96

23.4

정부투자기관

45

1

1

3

1

-

6

13.3

민간기업

31,042

1,208

1,241

353

1,136

1,446

5,384

17.3

합계

32,014

1,254

1,284

371

1,201

1,500

5,610

17.5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www.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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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초광역 혁신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또
한 번의 도약이 절실하다.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연구개발 측면에서 영남권 산업도시들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업, 연구개발 조직, 과학기술
기관들이 유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청의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권장한다.
중앙정부는 영남권 제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를 포함,
1~2개의 지역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재도약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재창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벤처창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벤처금융 확충, 마케팅 지원, 창업리더
양성과 벤처기업 CEO들의 재교육 등 창업생태계 조성과 확충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아울러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설치를 장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자극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비슬밸리 지역의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슬밸리 지역을 포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21세기 과학기술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제도를 개혁하
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자국 우선주의라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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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환경정책
현안과 과제
류 병 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책실장

Ⅰ.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대응 및 적응능력 강화
대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대응기반 확립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대구시 주요 전략으로
‘환경부 할당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100%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2%
달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5% 달성’, ‘탄소흡수원(나무) 750만 본 식재
지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1차(2012~2016)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9개 분야 96개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차(2017~2021)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6개 분야(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농업, 이행기반) 35개 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2차 시행
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다.
2차 적응대책의 주요 과제를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보건건강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체계 강화 등(자연재난과), 지류지천 수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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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물관리과), 기후변화대응 체계적 산림자원관리 등(공원녹지과), 선제적 농축
산업 방제 강화 등(농산유통과), 기후변화 체험교육 활성화 등(환경정책과)이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2016년(22%)→2020년(30%)→2030년(40%) 달성을 제시하고, 대구시 전 부서별
이행계획 수립 및 목표 이행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량
범위 내 적정 운영을 제시하며, 대구시 지정사업장 1개에 대해 사업장별 할당량 대비
감축대책 수립(유상매입 관련 예산 확보 등)하고 외부(상쇄)사업 추진을 총해
상쇄배출권을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과 상가에 탄소포인트제를 운용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며, 가정 및 상가에 대해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속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관련 정책에 보다 필요한 것은 기존 환경정책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응
사업에 녹색환경국 전체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시재생과 및 교통정책과 등
관련 과의 합동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보도에 인접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회랑을 건설하거나 일사광 차폐를 위한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생태주차장의 대폭 확대 추진과 건축물
(민간 및 공공기관) 옥상 태양광 발전이나 옥상녹화의 대대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달성군과 동구 등의 농지와 녹지에 대한 강력한 보전 대책 수립과 늦었지만
열섬효과에 대응하고 바람길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
대구시에서는 2017년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으로 ‘강창공원 차열성 포장사업’
정도를 내세우면서, 대구의 폭염일수가 23.2일에 이르나 수도권 평균은 6.6일
(최근 10년간 평균)에 지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구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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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세먼지 관련 대책 강화
대구지역의 최근 3년간(2014~2016) 미세먼지(PM-10) 연도별 평균은 45, 46,
44㎍/㎥를 나타내었고, 초미세먼지(PM-2.5)의 최근 2년간(2015~2016) 연도별
평균 26, 24㎍/㎥를 나타내어 국내 7대 특별, 광역시 평균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대구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미세먼지 관리 기반이 취약하고,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30% 이상이 자동차에 기인하는데 등록 자동차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구시는 민선 6기 들어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내세우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과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32개 사업에 1조 2,079억 원을 투입해 2017년 트럭 등 400대(2021년까지
2만 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올해에 1천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2021년까지
2만 대)를 비롯해 도로먼지 진공차, 살수차 80대 확충, 현재 16개소(도시 14, 도로 2)인
대기측정망을 2021년까지 21개소(도시 18, 도로 3)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5년 64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까지 5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대책 특별법’ 발의에 따른 도심지역 노후 경우차 통행제한을
실시하며, 정부에 건의를 통해 ‘영남권 대기환경청’ 설치를 추진해 대기오염 및 미세
먼지에 대한 광역적 대응을 인근 광역시도 간 공동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정부 단위 못지않게 대구시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높이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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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내인지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지를 가려내고
이에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구지역 내 주 배출원은 이동오염원과 제조업 연소 부문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참고해, 구, 군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 차이가 발행하므로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겨울철과 봄철에 편서풍과 서풍이 주로 부는 대구
지역 풍향을 고려하면 대구 서구에 밀집한 염색공단 등 도심 노후 산단(북구, 달서구
포함)에 대한 업종별 대책과 열병합 발전시설, 성서소각장 등에 대해서 시급하고
특화된 대기오염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Ⅲ. 물관리 정책 종합 대응책 강구
1. 대구도심하천의 복개현황 파악 및 복원계획 수립
대구시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명천과 달서천, 범어천, 방촌천, 진천천 등 많은
도심하천을 복개 및 반복개 형태로 하천을 변형하여 도로 및 주차장, 택지로 사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게 도심하천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우선 달성토성 복원과 함께
달서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⑴ 달서천 물길 추정
서문시장에서 시작되어(물론 달서천의 원류는 실개천과 같은 수도산 쪽의 이천천과
남산동 낮은 구릉지에서 물이 모여 남산동 인쇄골목 사이로 흘러 이천천과 합류하는
남산천, 그리고 두류산에서 시작되어 구내당 주차장 옆을 지나 서문시장 쪽으로 흐르던
내당천이 합류하여 달서천이 시작된다) 달성공원 앞을 흘러 달성동과 북비산 지하도
옆 비산동을 지나, 평리 지하도 옆 평리동을 지나(북부소방서 앞 네거리, 이쪽까지
복개되어 있고, 주로 비산동, 평리동 주민들 소유의 차량 주차장 및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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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염색공단 맞은편의 서부소방서 앞에서 달서천환경시설사업소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다가, 처리해서 금호강으로 방류된다.
⑵ 달서천 현황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 대구95-221호('95. 8. 19)
·하천코드번호 : 2022440
·하천등급 : 지방2급
·유수의 계통(수계) : 본류-낙동강, 제1지류-금호강
·유역면적 : 10.50㎢
·유로연장 : 8.6㎞
·하천연장 : 1.7㎞,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구간 : 1.7㎞
(하천정비(㎞)요개수 -3.40㎞, 완전개수-3.40㎞)
·기점 : 대구. 중. 대신. 대신동 2093-5번지선 〈계획〉빈도(년) 50,
홍수량(㎥/sec) 135, 홍수위(EL.m) 26.24, 하폭(m) 60
·종점 : 대구. 서. 비산. 금호강 합류점 〈계획〉빈도(년) 50,
홍수량(㎥/sec)135, 홍수위(EL.m) 26.24, 하폭(m) 75
※자료 : 『한국하천일람』(건설교통부, 2000)

⑶ 복개하천에 대한 접근 과정
첫째, 복개하천의 복개사업연혁 파악(유역개황, 수계현황, 지역 및 유역특성,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둘째, 복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생태계복원계획, 하천유지용수계획, 교통처리
계획, 문화재복원계획, 주민참여계획, 재원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
셋째, 복개하천 복원 장기계획 수립
넷째, 청계천 복원 사례 등 서울시 하천연구의 주요 내용 참조(현황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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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하천에 대한 GIS DB 구축, 사례연구, 복개하천 복원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복개하천 복원 기본구상, 복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7개 하천)-청계천 수계
(6개 하천) 포함)

2. 달성습지 보전 강화 및 활용
달성습지는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역 일대로, 두 강 사이에는 넓은 모래섬
(현재는 섬이 아님)이 형성되어 있고, 각 서편과 동편에 넓은 범람 평지가 발달해
있고, 여기에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습지를 가리킨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동강 지역의 강정과 화원에 이르는 하천영역인 제외지 약
4㎢를 달성습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 파호동 일대 성서공단이 들어서기
전인 80년대 초까지의 습지 영역은 동편과 서편의 범람 평지, 즉 현재의 성서공단
일대와 달서구 파호동, 달성군 화원면 구라리(화원동산 일대), 고령군 호촌리 등의
농경지를 포함하여, 약 50㎢의 면적이 습지였다.(달성습지 체험교육 길라잡이, 2008)
또한 90년대부터는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대 경작지(철새들의 먹이 공급처)가
비닐하우스로 덮이기 시작한 결과, 1997년 이후에는 달성습지에서 월동 흑두루미의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워졌는데, 2001년 달성습지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이 설치
되면서 흑두루미의 이착류이 어렵게 되면서 달성습지에서는 흑두루미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생태운동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에서는 1998년 12월부터
환경부에 달성습지와 금호강의 안심습지, 동화천에 대해 복원 및 보존하도록 요청하는
등 달성습지의 복원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와 고령군,
고령군 다산면 및 관련 당사자(공무원, 농민, 모래채취업자)를 방문해 복원운동에
대해 설명과 요청을 하였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달성습지 복원운동 발대식과 거리공연,
기원제, 모형 제작 및 설치, 흑두루미 캐릭터 제작 및 보급(티셔츠, 뱃지)을 통해
시민운동을 펼쳐나갔다.

의회보 제18집

171

학계논단

그 결과 대구시에 의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대구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2004년
서대구달성습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사업이 착공되었다.
달성습지 복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달성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본질적으로 조경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 유사복원사업’이다. 즉, 원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개념보다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생태계(생산성이나 종
다양성 면에서)를 지향하는, 또 자연의 복원력에 맡기는 사업으로서 긴 기간이 필요
하나 사업이다. 자연복원력에 맡긴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다. 복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두고 맡겨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영남자연생태보존회에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제기하고 추진한 ‘생태계 복원’의 의미이자 과제이고, 제언의
시작과 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4대강(정비) 사업으로 인해 달성습지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및 경관은 근본적인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생태계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전에 제대로 된 생태계 조사가
없었고, 공사 이후에도 정밀하고 본격적인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정 정도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금호강 등)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는 심각한 녹조현상 등 수질
악화를 들 수 있다.
달성습지의 생태 또한 낙동강의 직선화와 둔치 조성, 대대적인 모래 채취 및 수심을
깊게 하는 등의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인공적으로 가했고, 보 건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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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과 모래의 이동을 느리게 함으로써 수중, 수변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달성습지 제외지 생태탐방 코스 개발과 4차 순환선 도로 건설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수 천 년을 이어온 낙동강은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물질문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왔다. 조선시대 한때는 영남지방을 낙동강을 경계로 낙동좌도와 우도로
나눈 적도 있다. 지금도 낙동강은 수돗물 취수원과 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영남지역의
젖줄이요, 생명수다. 그 낙동강과 대구의 상징 금호강이 만나서 만들어진 달성습지는
우리 지역의 생명의 보고이고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역사와 더불어 변화해 가는
달성습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후손에 넘겨주는 일이야 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달성습지를 통해서 생태환경과 습지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라 되리라고
생각한다.

3. 취수원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확보
1991년 3월 17일 ‘낙동강 페놀사태’ 이래 대구시는 무엇보다 취수원의 안전에
최우선의 물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보다 깨끗한 취수원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종적으로 현재의 문산(죽곡)
취수장을 낙동강 상류지역인 구미 해평쪽으로 이전하여, 구미와 왜관지역의 산업
및 생활시설 오폐수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련 정책을 펼쳐
왔다.
2015년 2월 17일 구미시장의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을
계기로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가 ‘취수원 관련
대구구미 민관협의회’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2016년 11월 16일 ‘9차 회의’가
구미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공문 형식으로 질의할 대구의 3개 항과 구미의 5개 항 질문내용이
처음으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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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인 취수원 이전시 낙동강 구미지역
수질과 수량 및 기타 취수 방법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마련되기 전에 극심한 정국의
변화와 대통령 보궐선거, 새정부의 등장으로 현재까지도 진전된 상황은 없는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시행 이후 하천의 이용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과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낙동강의 물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다른
지역과 하천의 사례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극심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우선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구미시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민이 취수원 이전의
당위를 인식하고, 여론화 되고,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은 민관협의회의 대화와
협상 또는 정부의 정책 방침 결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해야 취수원 이전
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구시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는 있는 현재의 상황은 대구시가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순과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Ⅳ.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 및 집행
1. 대구판 알보그 10대 서약 활용
1996년 10월 ‘맑고푸른대구 21’(대구의제 21)을 선포하고, 그해 12월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파트너쉽 기구인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현 대구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펼쳐온 것이 벌써 만 21년에 이르고 있다. 그간 실천해
온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보면, ‘대구의제21’(Local Agenda21)을 통해 대구의
미래상인 ‘지속가능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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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민이 안고 있고, 부닥치고 있는 주·객관적인 조건과 현실이 변한
만큼이나 이에 상응한 의제 작성과 함께 목표와 비전을 만들고,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과제와 추진계획 그리고 실천방안 마련과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구의제 21’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쉽에 의해 참여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21년 전 작성, 선포된 ‘맑고푸른대구 21’은 계획대상에 환경부문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이 포괄적인 지속가능성의 틀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의 경험이 부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맑고푸른대구 21’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대체적인 근간은 ‘지속 가능한
환경’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와 달리 유럽의 도시들은 지방의제를 제정하기 전에 1994년 5월 덴마크의 알보그
(Aalborg)시에 모여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의 실천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알보그 헌장(Carta of Aalborg)에서“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으로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은 ‘알보그 선언’의 틀 위에서 지방의제를 지방도시의 발전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를 실천활동에 옮겼다.
2004년 6월 9일 유럽의 도시들은 다시 알보그에서 “알보그 헌장 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알보그+10’이란 이름으로 ‘제4차 유럽 지속가능한 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알보그 헌장’을 ‘알보그 서약(Aalborg Commitments)’으로
대체하였다.
‘알보그 서약’은 ‘지방의제 21’이 의제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 변했음을 문서로서
확인한 것이다. ‘알보그 서약’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는 일반적인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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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제2부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알보그 10대 서약’에 표명된 주요 주제는
① 거버넌스
② 지방 지속가능성 관리
③ 자연 공유재
④ 책임 있는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선택
⑤ 계획과 설계
⑥ 이동성 개선과 교통량 저감
⑦ 건강을 위한 지방행동
⑧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방경제
⑨ 사회형평과 정의
⑩ 지방에서 지구로 이다.
2004년에 이미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참조하여 「‘대구판’
알보그 10대 서약」을 작성하였다. 초판 성격의 「‘대구판’ 알보그 10대 서약」
작성, 보급을 참고하여 좀 더 대구의 구체적인 현실이 반영되고, 실천과제와 추진계획
및 실천방안이 적시된 지침서 성격의 ‘대구 10대 서약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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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수요확충을 위한
노선개편 방안
유 영 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원장

1. 서 론
시내버스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강점으로 가지는 대중교통수단의 대표수단으로,
시민 이동 편리성 확보를 위한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가진다. 버스의 운영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행하고 있어서 과거 운영적자의 경우,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중단문제, 이용요금의 경제성 확보문제 등을 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운영손실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영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이 인건비와 유류비인데, 인건비
상승 및 유류비 상승은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증가한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용수요 감소와 함께, 초등학교 및 중고교 학생들,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부담을 크게 하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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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인건비의 높은 인상이 없고, 유가가 인하되거나 안정화 되면서
시내버스 이용수요가 확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분담률은 감소하는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즉, 승용차 이용
통행이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인구구조에 따라 버스만을 이용하는
인구계층의 감소도 승용차 분담률 및 이용객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교통문제 즉, 교통사고, 교통소통, 교통지체, 교통소음, 불법주차
등은 승용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이용객 감소와 승용차 이용객 증가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과제로 두드러졌다.
버스이용객을 확충하고, 승용차 이용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버스 서비스를
충분히 개선 한 후, 승용차 이용 억제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는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저상화 버스 확충과 같은 차량의 개선, 버스쉘터 정비와 같은 시설의
개선, 심야버스 운행 등의 운영개선, BIS(버스 안내정보시스템) 및 BMS(버스 관리
시스템)의 확충과 같은 이용정보개선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항목으로
있다. 이처럼 시내버스 이용객 확충을 위한 시내버스의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져야 하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개선 항목은 고정하여 운행해야 하는 버스노선
이다. 버스노선은 다수 버스 이용객의 출발지(Origin, O)에서 목적지(Destination,
D)(이하 O-D라 함)를 빠르게 연결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맞지 않으면
버스 이용객의 타 수단으로의 이탈은 당연하게 된다.
본 고(稿)에서는 현재까지 버스노선을 구축할 때에 이용하는 자료와 적용방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수요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버스노선 구축 시 이용자료(O-D자료)
버스노선을 구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어디서 타서 어디로 내리는 버스 이용객이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O-D자료이다. 기존까지 버스노선만이 아니라,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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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등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을 구축할 때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자료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사람 통행실태조사를 하여
권역별로 구축하는 국가 DB의 O-D표이다. 이 O-D표는 봄 또는 가을철의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구축하며,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통행을 등교목적, 출근목적,
쇼핑목적, 귀가목적 등의 통행 목적별로 구분하여 구축한 것과 통행할 때에 버스,
지하철, 승용차, 도보 등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구축된 O-D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O-D자료는 존간 O-D로 구축되어 있는데, 존은 행정동으로, 평일 하루
어느 동(洞)에서 어느 동(洞)으로 몇 명이나 통행하였나를 나타낸 것이다.
O

D

F

도착존(행정동)
1

2

3

…

1
출 2
발 3
존
(행
정 i
동)

Σ
j

…

1번 존 전체 출발량
2번 존 전체 출발량
3번 존 전체 출발량
i번 존 전체 출발량

tij
n번 존 전체 출발량
전체 이동량

n

Σ

n

1번 존
전체
도착량

2번 존
전체
도착량

3번 존
전체
도착량

…

j번 존
전체
도착량

…

tij: i존에서 j존으로의 이동량

<그림 1> 국가DB O-D표의 구성형
또 최근에는 버스노선을 구축할 때에 교통카드 집계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
카드 사용비율이 높고, 365일 버스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한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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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료의 문제점
국가DB의 O-D표를 이용할 경우, 문제점은 O-D표가 평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것과 실제 시민의 통행결과를 관찰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추출된 시민의 기술에 의존하여 구축되었다는 점으로, 실제 통행을 정확히 나타내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O-D표가 존(행정동)간(間)으로 구축되어 있고 존 경계(행정동 경계)는
가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를 따라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버스노선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국가DB에서의 존(행정동)간(間) O-D Base
그리고 노선구축을 구축할 때에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대구시에서는 버스
이용객들이 환승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 시에만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고,
하차 시에는 태그하지 않는다. 즉 어느 정류소에서 탄다는 정보만 알 수 있고 어느
정류소에서 내린다는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내린다”를

의회보 제18집

181

학계논단

밝혀야 하는 O-D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소수의 하차표본 등으로 어렵게 작성한
O-D표도 신뢰성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O-D표가 정류소 간 O-D표로 구축되기 때문에 정류소 수가 많을 경우
O-D의 수는 매우 커지게 된다. 현재 대구시에는 약 3,000개의 정류소가 있는데,
구축해야 할 O-D표에는 는 9,000,000개의 O-D가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류소 간 O-D표를 이용할 경우, 현재 먼 정류소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도, 장래 노선 계획시에 해당 정류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여
다시 먼 정류소로 노선이 계획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3> 정류소간(間) O-D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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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국가DB의 존간 O-D표는 전체 목적O-D표나 버스수단 O-D표를 이용하는데, 전체
목적 O-D표만을 적용할 경우, 승용차 분담률이 너무 높은 관계로 버스 이용
객에게 적합하지 못한 O-D표를 가지고 버스노선을 구축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 버스이용 수단 O-D표만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 이용객의 버스전환 등에서
불편한 노선이 구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DB의 O-D표를 목적별 O-D표와
수단별 O-D표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목적별 수단O-D표로
구축하고, 이것을 버스노선 구축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목적별 O-D중에서
버스 이용이 가장 높은 등교목적에서 버스이용 O-D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주고,
다음으로 출근목적에서 버스이용 O-D, 그다음으로 등교목적에서 승용차 O-D,
출근목적에서 승용차 O-D순으로 차등 가중치를 주어서 버스노선 구축을 위한 최적의
존간 O-D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버스노선 구축을 위해 국가 DB의 존간 O-D표나, 버스정류소 간 O-D표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각 O-D표가 각기 가지는 단점의 극복이 어려우므로 존간
(Zone 間)O-D표와 교통카드에 의한 정류소간(停留所 間)O-D표를 통합한 O-D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합한 O-D표는 존간 O-D도, 정류소간 O-D도 아닌, 교차로간(交叉路 間)O-D로
구축하여 노선구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느 교차로에서 어느 교차로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이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버스 노선이 교차로를 거치면서
구축되어야 하므로 교차로간 O-D표 작성이 버스노선을 구축할 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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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간 O-D에서 교차로간 O-D로의 전환은 교차로별 보행 영향권이 존에서 점하는
면적비율을 이용하여 행한다. 정류소 간 O-D의 교차로 간 O-D로의 전환은 정류소의
최근접 교차로로 정류소들을 그룹화하여 교차로 간 O-D로 전환한다.
존간 O-D표에서 구축된 교차로간 O-D표와 정류소간 O-D표에서 구축된 교차로
간 O-D표 2개는 평균을 적용하여 하나의 교차로간 O-D표로 구축한다.

<그림 4> 교차로간(間) O-D Base
통합된 하나의 교차로간 O-D표가 구축되면 O-D중 가장 수요가 많은 O-D간
(교차로간)을 최단경로로 노선을 구축한다. 버스노선의 최단경로는 교차로에서의
신호대기에 의한 시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경로상 교차로 수가 최소가 되는 경로를
최단경로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버스 이용수요가 환승 없이
직접수송으로 가능하도록 노선이 구축되면 다음으로는 버스노선 필요가로에 노선이
구축되지 못한 가로를 찾아 순환노선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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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버스 이용수요 및 통행분포(O-D)는 주중과 주말이 다르고 방학 기간이
다르므로 다른 이동 패턴에 맞는 탄력적인 노선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수요가
적은 주말이나 방학 및 휴가 기간은 운행대수 감축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주변
관광지나 경기장 등으로 버스노선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방학 및 휴가기간이 아니고
주중의 노선은 출근 및 등교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노선을 구축하고, 탄력적 배차를
시행한다. 탄력적 배차는 오전 첨두시에는 배차간격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용객
대기시간을 줄이고, 비첨두시에는 배차간격을 늘여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결 론
버스 이용객 확충을 위한 노선 개편방안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존재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선은 버스노선의 최적 설정과 운용에 있다.
버스노선은 다수 버스 이용객의 통행패턴(O-D)에 맞아야 하며, 변화하는 통행패턴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객 수요패턴의 변화는 교통카드
이용자료의 지속적인 관찰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행패턴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토지이용
변화인데, 통행 유발시설 준공 전까지 노선개편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완공되고, 입주민이 많아진 후에도 상당 기간 버스노선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고, 습관화되어 버스노선이
투입되어도 이용률이 낮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준공 시점에 버스노선이
운행되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입주 초기부터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계획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대중교통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주 큰 통행발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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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규모의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외에 해당 시설물의 대중교통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전문가와 행정당국에서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권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교통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버스교통이 개선된 후에는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방안이 강구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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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조성실태 분석과
조성방향에 대한 고찰
김 철 영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서론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도시토지이용이 거대화, 고밀화됨에 따라 도심부로의 지속적인
인구 및 자본의 집중으로 도시환경의 악화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도심부 공개공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들에 있어서 공개공지는 1991년 건축법 개정 이후 법정용어로 사용
되고 있으며, 현행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연면적을 가지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공지 제도의 도입은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시 공간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도심부에 조성되는 공개공지들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건축법상의 설치 규정만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공지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공개공지들이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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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9년 ‘시민공간권리찾기’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공개공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대형 건축물 등의 공개공지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2. 도시 내 공공공간의 의미와 공개공지의 개념
1) 공공성과 공공공간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에 앞서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적인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어떤 일이나 기관
따위가 사회 일반에 영향이나 이해를 미치는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어단어인
‘Public’은 형용사형으로는 일반인에게 관련된, 일반인 소유의, 일반인을 위한,
일반인에 의한, 일반인에게 알려진 등으로 사용되고, 명사형으로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 대중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공익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건강과 안전, 편의, 효율, 자원절약, 환경의 질, 사회적 형평성, 선택의
기회 및 쾌적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1)
결국, 공공성이란 어느 특정인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열린 마음 또는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공간이란 이러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
공간2)으로 길이나 광장과 같은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필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
내부의 공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F. Stuart Chaplin Jr. and Edward J. Kaiser, Urban Land Use Planning, 1979, pp.48~58
2) 정석(1994), 건축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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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의 개념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 공간은 크게 공적공간(public space)과 사적공간(private
sp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공간은 공유지에 조성된 공간으로 도로·광장·
공원 등이며, 사적공간은 사유지에 조성된 공간으로 건축물 내·외부의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항상 접하고 있는데, 공개공지는
사적영역 내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공지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의해’, ‘민간자본’으로 제공
되는 중요한 도시공간으로, 지가가 높은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3)

3) 공개공지의 기능과 역할4)
황기원5), Stanley B. Tankel6), Ann Satterthwaite and George T. Marcou7)
등의 연구에서 공개공지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연자원의
보존 및 환경조절과 관계가 있는 생태적 기능, 레크레이션 및 교통 방재 등의
기능, 도시 개발의 유도와 도시확장을 방지하는 도시구조적 기능, 도시의 시각적
환경을 순화시켜주는 경관적 기능, 농림업 등 1차 재화를 생산해 내는 생산적 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개공지의 역할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8). 첫째, 인간의 육체적·심리적·적극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동적
및 능동적인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역할, 둘째, 대기·수자원·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3) 이상민 외1인(2012),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왕승찬, 공개공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2, pp. 11~12
5) 황기원. 도시공원·녹지계획, 조경계획론, 문운당, 1987, pp.131~136
6) Stanliy B. Tankel, op. cit, p.57
7) Ann Satterthwaite and George T. Marcou, "Open Space Recreation and Conservation in Principle
and Practice of Urban Planning", ICMA, 1968, pp.185~188
8)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4,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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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 셋째, 개발 형태를 유도하는 역할 등이다. 이러한 도시 내의
공개공지는 일조의 확보와 통풍조건의 개선 등으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쾌적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도시경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다른 구성요소들을 성립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이며, 인공구조물의 무질서한 증가로
무미건조하고 획일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푸른 녹지가 있는 공간이란 도시
환경에 자연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며, 그러한 공간은 다양한 기능으로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공개공지 조성 관련제도
1) 건축법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
건축법 제43조에서는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에서는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 및 숙박시설을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2013.11.20.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면적 10% 이내로 공개공지 면적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안내판 1개소 설치(2014.10.14. 삭제), 물건 적재나
출입차단을 금지하며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완화 규정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설치할 수 있고,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기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34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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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축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비교(2013.12월 기준)
구분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공개공지 조성
건축물의 용도
공개공지
설치면적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32조)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연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밖에 다중이 이용 시설,
하는 시설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천㎡ ≤연면적 < 1만㎡ : 대지면적 5%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하(건축조례로 지정) 1만㎡ ≤ 연면적 < 3만㎡ : 대지면적 7% 이상
연면적 < 3만㎡ 이상 : 대지면적 10% 이상

필로티구조

-

시설면적의 2분의 1, 유효높이 5m 이상

최소면적
최소길이 및 폭
설치형태
설치 수

-

60㎡이상
5m이상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
2개소 이내
긴의자, 파고라, 시계탑, 조경, 분수, 미술장식품 등 다
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용적률 완화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대구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시설물
건축완화
규정

긴의자,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지정)

용적률
1.2배 이내
높이

4. 대구광역시 공개공지 조성현황
1) 용도지역별 공개공지 조성현황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4년 4월 기준으로 총 91개의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구 및 달서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달성군이 2개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개공지 조성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비례하는데, 건축물의 연면
적과 대지면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이러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용도지역별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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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별 공개공지 조성현황(2014.4. 기준)
구

개소

동구

10

서구

4

남구

5

북구

22

중구

14

수성구

14

달서구

20

달성군

2

계

91

<표 3> 용도지역별 용적률
구분

개소

법정

실제 건축물의
용적률 평균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의 중복
계

법정

실제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

건폐율

1

200%

83%

60%

18%

6

220%

150%

60%

32%

5
25
25
7
3
19
91

400%
1200%
1000%
900%
800%
-

175%
540%
360%
146%
460%
-

60%
80%
70%
70%
70%
-

50%
54%
53%
51%
62%
-

여기서 법정 용적률과 법정 건폐율에 가까울수록 해당 용도지역에서 지정된 법정
용적률과 건폐율에 가깝게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근린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가장 많은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용적률의 경우 실제 건축물 조성 후 용적률 평균이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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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법정 용적률보다 낮다.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실제 건축물의 용적률 평균이 현저히 낮으며, 실제
법정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은 91개 중 1개의 건축물만 초과하였고, 법정 용적률
대비 실제 건축물의 용적률이 80% 이상인 건축물도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건축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공개공지 조성 유형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34조의3 제2항을 보면

공개공지 조성 수

해당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 이상으로서

1개

46

최소 길이 및 폭은 5m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

35

3개

2

4개

3

대구광역시 91개 공개공지 중 공개공지 조성 위치를

4개 이상

1

알 수 없는 4개를 제외한 87개의 공개공지에 있어서

계

87

계

91

2개소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공지 1개소당 공개공지의 조성 개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표 4> 1개소 공개공지당

조성 규정에 위반된 공개공지가 6개이며, 각각의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개수

형태에 대한 예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공개공지 1개소당 분할하여 조성된 공개공지의 일반적인 배치형태

조성개수가 3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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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조성 수에 따른 평균면적은 공개공지가 4개로 조성된 유형이 8,543㎡로
가장 넓었지만, 특수한 경우인 영남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공개공지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조성된 곳의 경우, 1개소 공개공지 당 분할되어 조성된 공개공지의 수가
많을수록 평균 공개공지 면적이 넓게 조성됨을 알 수 있었다<표 5>.
<표 5> 분할하여 조성한 공개공지 개수와 공개공지 평균면적(㎡)
공개공지 조성 수
공개공지 수

1개
46

2개
34

3개
3

공개공지 평균면적(㎡)

989

1,153

2,005

4개
3
8,543
-2,422

4개 초과 알 수 없음
1
4
2,454

3,645

계
91
1,466

※ (2,422)의 면적은 공개공지가 4개소로 분할되어 조성된 건축물 중 영남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면적이다.
영남대학교병원의 경우 1개 건축물이 아닌 여러 건축물의 연면적 합을 근거로 공개공지 면적을 산정한 경우이므로,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영남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공개공지 면적을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나 문헌에서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개공지의 위치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의 경우 보행자의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활용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91개 공개공지 중
건축물대장 배치도에 공개공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공개공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를 제외한 87개 공개공지에 대하여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① 유형1 : 주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개공지가 조성된 형태
② 유형2 : 부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개공지가 조성된 형태
③ 유형3 :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개공지가 조성된 형태
④ 유형4 : 출입구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측면 또는 중정형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된
형태
⑤ 유형5 : 혼합형으로 주 출입구에서 건축물 측면까지 공개공지가 연속해서 조성
되거나, 주 출입구와 측면 각각 공개공지가 조성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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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조례 34조의3 제1항에서 ‘공개공지 등은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듯이 건축물 전면의
주 출입구와 연계하여 조성된 유형1이 36개(41%)로 가장 많이 조성되었으며, 87개
중 62개(71%)의 공개공지가 주 출입구와 연계하여 조성되어 있다.
<표 6> 공개공지 조성 유형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33

3

5

22

24

공개공지 조성
유형

사례 대상지
키맵

개소 수

5. 공개공지 조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014년까지 대구광역시에 공개공지가 조성된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개공지가 설치된 건축물은 총 91개이며, 총 공개공지 면적은 133,374㎡이
며 평균 공개공지 면적은 1,466㎡이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1개 공개공지 중 실질적으로는 1개의 건축물만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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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공개공지 조성기준과 관련하여 법정 조성면적의 미달, 조성 개수, 안내판
미설치 등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곳들이 32곳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조성 위치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 공개
공지로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에 조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시설물의 경우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공개공지
조성 본연의 목적인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적률 완화 외에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위치와 개수 등과 관련
하여 세분화된 공개공지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이용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 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구시에 지금까지 조성된 공개공지와 앞으로 조성될 공개공지들이
지금보다 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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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몇 가지 원칙
김 지 욱 대구경북흥사단 청소년아카데미 지도위원

흔히들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로 표현하곤 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층이 기성세대가
일궈놓은 현재를 한 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이 함축되어 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기본방향에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교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발전적 인식 없이 추진하는 청소년·교육 정책은
어긋난 접근법으로 인해 그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7년의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가치를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의 발전과 청소년 문화의 이해
우리는 광복 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전까지 농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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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까지 산업화 사회를 거쳤다면, 새천년에 들어서부터는 정보화 사회로 변모했다.
알파고(Alpha Go) 열풍과 인공지능 산업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정보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불과 반세기
조금 넘는 시간에 주도하는 산업이 바뀌며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이 없다는 것이 이상
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왔다. 하지만 미래의 주역이라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인식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우리는 효율성, 합리성, 분업, 전문화를 추구했다. 급성장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 순위와 서열에 의한 위계질서가 우선되었다. 개인을
향한 배려보다는 조직의 규칙과 표준화를 중심 가치로 당시의 청소년을 교육해왔다.
지금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청소년은 물질적 성장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발전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하는 법을 익히면서
집단보다 개인 존중을 선호한다.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같은 위계질서는 약해지고
수평적 관계 의식이 더욱 강조된다(배규한, 2011).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어디에서나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어 성, 연령, 외모,
지역과 같이 지금까지 관계의 중심이
되던 요소들이 무시된다. 과거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던 변수들의
영향력이 무시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로지 관심과 취향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이
(흥사단 청소년 아카데미에서의 집단토론 장면)

수준에서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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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무의미하게 된다. 세계인의 일인으로서 청소년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속한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규정하는 사회제도는 산업화 시대 그대로이다. 그렇게 정보 사회의 주축인
청소년들이 산업사회의 규율 아래 구속감을 느끼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나’를
정의했는데, 물리적으로 속한 환경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괴리감을 느낀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사회는 지금의 변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다. 미래의 가치관은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를 겪은 우리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부모님처럼 농사짓기 싫다고 도시로 도망 오는 우리 세대가 지켜온 당시의 新 가치는
정보사회에 들어온 지금 이미 옛것이 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2. 청소년에 대한 재인식
청소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접근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배규한, 2014).
먼저 보호론적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은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은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존재로 간주한다. 또한, 성인의 가치관은 청소년에 비해 우월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관점은 자율론적 관점이다. 청소년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여전히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입장에서는 보호론적 관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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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가 주체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위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관점이다.
네 번째가 미래지향적 관점이다. 이는 청소년이 미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체론적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청소년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의 잠재성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위와 같이 정리할 때, 우리는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과거 산업화 발전시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미숙한 존재로 평가하고,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첫 번째 관점이 주가 되었음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최근의 청소년 교육의 담론이 청소년의 자기주장을 포함하는 시민 교육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보호론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2013년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독립된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칙의 제정과 집행에서 여전히 학생의 합의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교사는 학생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학생은 이를 악용해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청소년을
독립적 존재로 바라보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데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의 기본 이념은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의 자질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을 보호론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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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법은 청소년의 비행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법을 통해 차단하고,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선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자아 계발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에게 적용될만한 현실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우리의 관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더욱 명확하게 표현된다. 청소년은
연약하고 판단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과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설치한 울타리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
규제를 통한 청소년 보호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규정하는 물리적 제약이 최소화된 현재 시점에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게다가 비자발적으로 겪어야 하는 제약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발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의 특성을 본인이
결정하는 자율성을 배우기에 앞서 권위에 복종하고 주문받은 대로 움직이는 기계적
반응을 체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유해한 것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의 본질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의 이런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 대의에서의 청소년 보호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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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사고와 논리 교육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흐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매 순간 맞이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본인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실제 교육 실시 유무를 떠나서 비판적 사고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교육 제도의
목표로 논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교과과정에서 빠져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김광수, 1987). 우리 사회의 청소년 교육은 아직까지도 입시 교육 중심으로, 지식의
암기가 강조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진리이고 여기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거의 학습 태도였다면 시험에 나오는 지식만 효율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학습 태도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습 태도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는 사건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잘못 교육되고 있기도 하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장단점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계에서 비판적 사고는 사건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에 교학서 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문제삼아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다. 2017년도의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진보 단체의 반대 의견을 넘은 협박 끝에 결국 정부에서 폐기를 선언하기도 전에
일선 학교에서 외면받았다. 과거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교과 내용을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비판적 사고는
이렇게 오해되어 교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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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청소년 아카데미에서의 디베이트 장면)

우리는 청소년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위를 선택하였을
때 발생하게 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 비판적 사고와 논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즉, 청소년에게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건의 현상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가진 자원의 활용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행위를 선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변화와
영향을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홍경남, 2011). 청소년 교육 과정 중 어느 과목도
이러한 점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은 오로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리적
사고 흐름을 계발해왔다. 글쓰기 교육에서 귀납·연역적 추론과 같은 이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글쓰기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청소년이 겪게 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빠져 있다.
지금의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세대이다. 기성세대는 이를 인정
하고 청소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 과정에 비판적 사고와 논리 교육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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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촌에서 정체성 확립
인터넷 기술의 진일보로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적지 않은 청소년이 단·장기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로 국가와 국적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복합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속성을
지닌다. 다양한 역할에서 자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선택의 복수성이라는 조건이
자아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정체성이 지녀야 할 단일성이 결여되고 일시적,
개방적, 복합적으로 파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서태열, 2004).
이와 같은 위기는 학교에서, 가족에서, 모임에서 역할이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해외 체류를 통해
습득한 다른 문화는 내가 살아온 문화에 대한 비판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구의 합리주의와 평등주의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청소년은 자신들이
경험한 불합리한 인습을 비판하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흔히 이민자의 자녀에서 관찰되는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청소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어느 때보다 지구촌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화는 동질화와 통일화를 통해 획일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 각국은 유례없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동질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나를 규정하는 한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 요소들인 이기주의, 지역주의, 폐쇄주의, 배타심과
열등의식이 외부 문화에 의해 부각되고,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다. 세계와의 교류가 더욱 진전되며 한국인으로 규정되는 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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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본 글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논의하였다.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현 시대의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적절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선택하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를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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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 의 관 공항추진 본부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출발선에 서다
우리 대구는 내륙도시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70~80년대
섬유산업을 주축으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3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떨쳐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십 수년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3대 도시로서의 위상 또한 밀려났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해서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기계금속·자동차부품산업 등 지역 기반이 튼튼한 산업은 더욱 고부가가치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군은 구조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왔다.
또한, 산업용지 확보와 투자유치로 균형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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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민선 6기 들어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5대 전략산업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가 이러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과 더불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 바로 대구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시대이고, 세계와 교류하지 않으면 그 도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공교통이 대중화되면서 공항은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이자 그 도시 글로벌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속도에 비례하여 인천광역시도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구공항도 2017년 말이면 연간 이용객 300만 명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대구
·경북의 글로벌 관문공항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구공항 이용증감 추이>

<’17.4.2 다낭 취항식>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구공항은 375만 명 정도의 수용한계로 인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며, 현 위치에서 확장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구공항이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반듯하고 제대로 된 공항건설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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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도심에 군사공항이 위치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다.

영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를 통합이전으로 반전시키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거론된 시점은 1989년 정부가 건설 필요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추진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인근 돛대산에
추락하고 연이어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영남권 5개 시·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정부는 영남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영남권 신공항 무용론, 유치도시 간 과열경쟁,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백지화시키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함으로써
김해공항 확장이 곧 영남권 신공항건설이라는 논리로 지난 15여 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당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비단 영남권의 하늘 길을 여는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 ·도 민 들 은 단 호 한 의 지 와 결 연 한 자 세 로 수 십 차 례 에 걸 쳐 정 부 의 대 책 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7월 11일, 정부로부터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이끌어 냈다.
이전하는 통합공항은 현 부지의 2.3배 규모인 15.3㎢로, 여기에는 소음완충구역
3.6㎢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조 2,465억 원
(민항 사업비 미포함)이고 2023년 동시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2013년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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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1)으로 추진하면 되지만, 민간공항은 대구공항의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거점공항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우리시의 입장과 현재 규모수준으로 건설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가 있었다.
이에 우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T/F 3차 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지역거점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우리시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런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시와 정부는 긴밀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K-2 이전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판정으로 이전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을 곧바로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10월에는 1차로 압축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에는 2차로 압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금년 2월, 군위군 우보면,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활동과 별개로 우리시에서도 통합이전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상공계, 하늘길살리기 운동본부, 구청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에너지를 결집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군별로 시민공감토크도
개최하여 적극적인 여론수렴 과정도 거쳤다.
1)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해서 이전지역에 군 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현재의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하여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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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통합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구)를 구성하여 통합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론되는 후보지역을 방문하여 여론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역의 반대여론, 정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 타 지자체의
딴죽걸기 여론 등이 형성될 때는 성명서 발표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강하게 어필하는
등 사업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크게 힘을 실어 주었다.

<’17. 1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동회견 >

<’17.1~3월 시민공감토크>

<’17. 4월, 시의회 통합이전특위 성명서 발표>

왜 통합이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시민들은 K-2 기지의 현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70년, K-2 기지가 김포에서 대구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도시의 외곽에 속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았지만,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신전투기 F-15K가 배치되어
있는 공군의 핵심 전투비행단이다.
F-15K의 소음은 F-5(제공호)의 6.2배, T-50(초음속고등훈련기)의 3.4배가 더
시끄러워 대구시민 24만 명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시의 13%에 달하는
면적이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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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는 명분으로 50년
가까이 희생당하고 있는 동구·북구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K-2와 대구공항을
분리이전하자거나,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는 등의 주장은 자칫 지역
사회의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통합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K-2와 대구공항을 분리이전하자는 주장이다. K-2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이전이 가능하나, 대구공항을 K-2와
같은 위치로 이전하지 않으면 대구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금액은 3~4조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K-2와 같은 위치로 이전하면 활주로는 군 공항 시설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의 건설비용만 부담하면 재정부담이 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이전은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둘째, K-2만 단독으로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군 공항만 받을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광주의 경우, 광주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이
민항 존치를 주장함에 따라 무안주민들이 반발함으로써 아직도 군 공항 이전이 안되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공항만 존치할 경우, 군 공항의 존치로 인해 적용받던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신 「항공시설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은 지금보다
더 넓어지고 소음피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셋째, 대구공항이 존치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지형상 사방 어느 쪽으로도 장애물이 많아 확장에 한계가 있고, 설령 확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도제한 범위와 소음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인근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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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 K-2만 옮길 수 있지 않느냐의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국에는 16개의 군사공항이 있고,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피해가
없는 외곽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의 동반성장이자 미래를 바꿀 대역사
이러한 논리적 근거로 볼 때, 통합이전만이 실현 가능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역의
지도를 바꿀 대변혁의 역사가 될 것이다.
국방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통합이전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건설단계에서는 8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 9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운영단계에 들어서서는 4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만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구는 K-2 후적지의 직접적인 개발과 팔공산·금호강을 아우르는 연계개발에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묶여 있던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 재창조와
개발이 소외되었던 동구, 북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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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K-2 후적지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공간구조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최첨단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규모의 인구유입과 신도시 탄생으로
새로운 거점도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주변 배후도시는 항공·물류·관광 등의
신산업이 태동하여 경북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공항 이용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확충하는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시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정신으로 통합이전의 꿈을 이루자
이제 통합이전의 제반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며, 민간공항은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기능과 규모를 빠르게 확정하여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것이다.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고,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과업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우리 세대의 분명한 소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성공적인 통합이전을 염원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지역사회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끝까지
보내주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정신을 발휘할 때다.
그렇게 될 때, 통합이전의 꿈은 영글어 가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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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대구시가 앞장선다
최 현 주 고용노동과장

금년 5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께서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
신설을 주문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국정 우선과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일자리 및 창업 창출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청년대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문제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청년고용 동향 및 지역 여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에도 청년층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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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주요 청년고용지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1분기

인구수(천명)

473

467

463

456

455

경제활동인구(천명)

189

199

204

201

197

경제활동참가율(%)

39.9

42.5

44.1

44.1

43.4

취업자수(천명)

170

176

184

177

167

실업자수(천명)

19

23

21

24

23

고용률(%)

35.9

37.6

39.6

38.8

38.4

실업률(%)

9.9

11.4

10

12

11.5

* 전국 청년 고용률 41.7%, 실업률 10.8%('17. 1분기 기준)
국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신규인력, 즉 청년 일자리 수요가 저하되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GDP 성장률(%) : (80년대)9.8 → (90년대)6.6 → (00년대)4.1 → ('16)2.8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0)20.1 → ('05)16.3 → ('10)13.9 → ('14)12.9
또한, 타 지역과 대비하여 지역의 산업구조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대구시, “청년 대구 건설” 선포
대구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2020년 청년희망 대구 건설”을 위하여
2016년을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의회보 제18집

217

자유기고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년정책TF를 전담조직으로 구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0년 청년희망 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3대목표,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꿈을 키우고,
문화·교육·생활이 보장되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
특히, 청년문제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 특화 일자리창출, 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지원과
기업 유치 및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3. 지역에 특화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늘리기 위하여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 육성과 고용 정책을 연계·통합 지원하고 있다.
“고용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산·학·연·관의 협업을 통해 그 동안 단기 성과
위주의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을 연계한 기업·청년
상생 일자리 사업 등 10개 과제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96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
* 강소기업 육성, 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취업 장려금 등 10개 사업
* 연도별 사업비 : 총 136억 원('16년 43억, '17년 43억, '18년 50억)
특히, 창업 후 성장 정체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포스트 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6년 전국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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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사업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16.10월)

금년에도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할
“고용 창출형 기업”발굴을 통해 자금과 인력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도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도 동시에 만들어 나가고 있다.
* 2017년 고용촉진형 시장진출 프로젝트, 포스트 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
취업 장려금 등 11개 사업

4. 지역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임금과 복지가 우수한 “고용친화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거·교통·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고용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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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업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고용친화기업 선정 확대('16년 23개사 → '17년 7월 40개사, '17년 사업비 10억 원)
·선정기업 23社:제조업 20(자동차부품11, 기계금속4, 전자전기4, 기타1), 서비스업 2, 건설업 1
·지원내용:자금, 인력 양성, 마케팅, 고용환경 개선비 지원 등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서 수여식

이 정책은 지역 내 임금, 복지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역기업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역외로 유출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개선, 임직원 복지향상,
기업홍보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정 기업에 대한
SNS, 블로그, 전광판 등의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 이용홍보와 대학 리쿠르트
투어 등을 통한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기업에 대하여 지역 내 위락시설(스파밸리, 힐크레스트, 아쿠아리움)
할인 서비스 제공과 창조전문인력, 기업인턴 우선 배정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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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양질의 청년고용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단지내 주거와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3년간 총 68억 원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 중이다.
* 연도별 사업비 : 총 68억 원('16년 21억, '17년 22억, '18년 25억)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게공간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청년취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 복지·근무 시설 개선비 지원(최대 2천만 원), 기숙사 임차비(1년간, 월 최대 30만 원)
특히 해당 기업이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2명 이상(기숙사 1명) 채용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2016년 청년 일자리 238개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였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 110명, 복지 및 근무시설 개보수 기업 60社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셋째,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은 기업의 성장 선도인력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에서 창조전문인력(R&D·경영혁신·기술벤처분야)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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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처음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124개 기업에서 155명을 채용하였으며
('15년 44개사 45명, '16년 80개사 110명), 사업에 참여한 전문인력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증가
(평균 6.6% 증)를 가져왔으며, 타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 출신, 지역 외 출신들을
지역 내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금년에도 11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지역 내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청년 체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구시는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 취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을 찾아다니는 “리크루트”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는 2015년 3월 개소하여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고용 존(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기관 ※ 과의
연계·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다.
※ 일자리지원센터 - 고용 존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고용복지센터
※※ 통합 취업박람회 개최, 도시철도 환승역 공동 홍보 등
둘째, “대학 리크루트 투어”는 지역 중견기업, 공공기관 50여 개가 7개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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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 가 채용정보, 현장면접, 취업특강 등 취업과 관련한 생생한 취업정보를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리크루트 투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6. 노사협력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대구시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14년 9월 “대구 노사정 평화대타협 선포식※”
이후 2015년 초 노·사·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년간 18억원의 사업비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근로자 출퇴근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14.9 서울 프레스센터(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위해 노사협력)
연도별 사업비 : 총 18억 원('15년 3.6, '16년 4.6, '17년 4.9, '18년 4.9)
지역 중견기업 임원과 경영자단체 등을 운영위원회(기업, 경총, 노총, 시)에 참여시켜
95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테크노폴리스와 성서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월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 '15년 51명, '16년 44명, '17년 교육중 75명
노동단체와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2015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장관 표창)하고, 2016년에는 사업평가 S등급
(S,A,B,C,D)을 받는 등 우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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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청년 문제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 일자리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일자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영계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신규 일자리 수요 확충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산업의 체질개선 및 신성장 동력분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계금속
·자동차·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기업이 혁신과 융합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하고 물·의료·에너지·IoT·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업육성※※※ 및 선도인력 양성으로 미래 청년 고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 대구삼성캠퍼스 C-lab 운영활성화, 대구테크비즈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건립을 통한 벤처 창업 및 보육 지원 강화
※※ 로봇산업화로 기계산업 첨단화, 산업용섬유 전환(물 없는 컬러.염색산업 등)
※※※ 물산업클러스터 및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IoT 전용망 구축
둘째, 사회·경제적 어려움속에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노·
사·교육계 등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산업·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투자확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동계는 노사화
합을 통해 경제계의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며,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길러 내도록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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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취업고민도 깊고, 또 장기 취업 준비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까 우려가 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차근히 준비
한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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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재 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기존의 전통산업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기존 산업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 빠르게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데 애를 써왔고 최근 하나 둘 씩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대 신성장 산업 육성이다. 섬유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산업 틀을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IoT) 등 5대
첨단 산업으로 바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 자동차산업은 로봇산업과 전기차 기반의
미래자동차 생산기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로봇산업은 2015년 대구에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당시 10개 미만이었던 관련 기업이 이미 70개를
넘어섰고, 현대로보틱스와 일본 야스카와, 독일 쿠카까지 대구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올해 안에 2개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이 완공되고 시제품 생산을

226 大邱廣域市議會

이 재 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대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커넥티드카, 튜닝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의료산업도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국책기관 15개와
120개의 의료 관련 기업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설립 중에 있다. 2011년 5,500명에
불과하던 해외의료관광객도 지난해 21,100명을 돌파해 부산(17,000명), 인천
(14,000명)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또한, 대구시는 메디시티 브랜드대상을 3회 연속
수상하고, 서울에서도 해내지 못한 팔이식 수술을 대구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성공
시켜 대구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렸다.
청정에너지 산업도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심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이 삼성SDI와 LG
CNS 주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 두 산업단지는 세계 최초로 전기료
제로 공단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대구 전역에도 IT(정보통신), SW(소프트웨어)와
접목된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물산업을 일으켜 3천억 원 규모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국가산단에
조성하고 있고, 롯데케미칼과 PPI 등 물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진출하지 못한 중국 물시장에 지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미래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등 주력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기반산업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SK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구 전역에 IoT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5대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의 대표 전통산업인 섬유산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제직과 염직 중심에서 산업용·의료용 고기능성 섬유로 급속히 탈바꿈
하고 있고 염색도 물 없는 염색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신성장산업과 전통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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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발전을 해 나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개별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의 힘도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강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고 인지도는 낮으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 국내외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은 기업”을 말한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창안한 개념으로 자신의 저서 ‘히든 챔피언
(Hidden Champion)’이란 책에서 소개해 유명해 졌다.
지몬에 따르면 전 세계 히든 챔피언 2,734개 가운데 47.8%인 1,307개가 독일에
있을 정도로 독일은 강소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럼 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독일의 중소기업(미텔슈탄트,
Mittlestand)들은 이토록 강해질 수 있었을까? 그 성공 요인은 대체로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高품질, 高가격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低임금에 기반한 신흥국의 低價제품과 차별화했다. 그리고 특화된 제품 생산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했다. 둘째,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지향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생산에 나서는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했다. 셋째,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해 他기업과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숙련기능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다.
독일은 기업하기 위한 환경도 매우 좋다. 연구개발도 매우 효율적인데 응용기술
연구소인 프라운호퍼(Fraunhofer)는 연구소가 개발한 것을 기업에 제공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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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개발해준다.
그리고 독일의 끈끈한 관계형 금융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버팀목이 됐다.
독일 은행들은 ‘하우스방크(Hausbank)’라고 하는 주거래 은행제도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장기적 수익을 도모한다. 독일
은행의 1년 미만 단기 대출 비중은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5년 이상 장기 대출은
73%에 이른다. 한국은 단기 대출이 59%를 차지한다.
또한, 독일은 실업계고와 직업학교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직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이들이 도제와 마이스터로 자라면서 ‘메이드 인 저머니’를
이끄는 첨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현황은 어떠한가? 대구시는 일찍부터 강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전국 최초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했다.
「스타기업」은 기술경쟁력과 학습능력을 갖추어 상당 수준의 고용과 매출을 달성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주도해 나갈 작지만 강한 세계적 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150개사 정도가 선정되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힘을 보태고 있다.
스타기업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전 단계로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육성시키는 「Pre-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대구 대표 중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스타기업으로 육성된 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과
「World Class 300기업」에 참여하여 그 역량을 더욱 키워나간다. 참고로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대구기업은 총 28개사로 전체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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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으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경험도 있고
스타기업과 World Class 300기업을 비롯하여 이미 육성된 기업들도 타지역에 비에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대(원청)기업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시장으로 판매선을 다각화해야
한다. 내수에만 머물고 있는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과 더불어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글로벌 B2B(기업간 거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제작 등으로 글로벌 체계를 갖추고 FTA, 환율, 통관, 관세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제품도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역 강소기업(스타기업, World Class 300기업 등 160개사) 가운데 54.6%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30.6%에 불과하다. 부품은 수요처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자기 브랜드를 가진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R&D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독일의 강소기업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9%에 달한다면 지역기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6% 수준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의 98%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10년
이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시대에서 모기업만 바라보고 있다간 언제 시장을 잃을지
모른다.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의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소까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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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금융기관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마케팅, 리더십 등 많은 부분이 갖춰줘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금이다.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시장 변화보다 자금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경우가 더 많다. 지역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안정성은
변화뿐이다’라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변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디 변화의 거센 파도를 넘어 지역의
5대 신성장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강소기업들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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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대구다

조 광 래 대구FC 대표이사

축구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경기
중세 프랑스 브리타뉴와 피카르디 지방에서는 ‘술(soule)’이라는 공놀이가 성행
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두 마을이 밀기울이나 건초를 채운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공 ‘술’을 적진에 옮겨 놓는 놀이인데, 마을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다치는 등 격렬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중세와 근세에는 민중 공동체 사이에서 행해지던 ‘공놀이’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규칙 없이 그 지역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공놀이’는 대부분
마을의 자존심 대결로 이어졌으며 후일 ‘축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축구의 기원은 공동체 공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런 공동체 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초를 채운
공이, 탄성을 갖춘 과학적인 축구공으로 바뀌었으며, 마을과 마을 사이의 광장이
경기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곳을 채운 관중은 여전히 가슴 속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함성은 가슴 속에 내재한 인간 본유의 열정일

232 大邱廣域市議會

조 광 래 대구FC 대표이사

것입니다. 유럽에서 축구와 관련되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은
아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장을 가고, 청소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축구장을 찾으며,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 축구장을 찾는 다는 ‘축구네버엔딩스
토리’입니다. 이 ‘축구’ 하나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축구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하며 저는 고향을 생각했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대표했으며, 프로팀에서는 그 팀과 그 지역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축구를
통해 대구라는 공동체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시민구단’은 가치 있는 자산
축구경영자가 된 지금 저는 클래식 1부 리그 승격과 함께 2017년 슬로건으로
‘축구는 대구다’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축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이를 두고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대구의 축구 열기가
그렇게 뜨겁나?”라고 되묻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대구는 축구의 도시였습니다. 제 선수 시절만 해도 대구시민운동장에는 관중석은
물론 트랙에 사람들이 앉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으며, 축구명문학교에서는 수많은
축구인이 배출되었습니다. 대구 역시 축구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한데 뭉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구는 국내 스포츠 사에서 획기적인 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시민구단 창단입니다. 실제로 저는 단장으로 부임 후 가장 먼저 ‘대구FC주주동산’을
찾았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 연못 주위에 조성된 주주동산에는 4만8천 명에
이르는 대구FC 시민주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민구단 출범’이라는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어디에도 이러한 기념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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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구단’이라는 타이틀과 ‘주주동산’이라는 기념물만으로는
시민구단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대구FC를 필두로 잇따라 출범한 대부분의
시·도민구단 역시 성적부진, 관중감소, 예산부족, 선수육성실패 등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의 정착과
활성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축구의 기본, 재미있고 감동 주는 경기
문 제 는 ‘기 본 ’입 니 다 . ‘축 구 ’와 ‘시 민 구 단’의 기 본 을 곰 곰 이 생 각 해 보 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축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축구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지역 팀이라도
해도 재미있고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경기장을 찾고, 나를 동일시하며, 우리 팀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축구’를 만들어야 하고,
좋은 축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민구단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구가 가고 있는 길은 ‘시민구단 정착화’의 좋은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과거 대구FC의 경우 단기적인 선수 영입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장기적인 구단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며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민구단은 다른 구단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선수육성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구FC는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2군 리그
운영을 연맹에 적극 요청하여, 2년째 참가하고 있으며 최근 2군 선수들이 1군으로
올라오며 경기에 출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군 리그를
적극 활용하여 될성부른 선수들을 영입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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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장, 클럽하우스 등 인프라 마련돼야
선수육성을 위해서는 클럽하우스와 연습장 등 관련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훈련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선수 육성은 물론 영입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대구FC의 경우
그동안 숙소가 없어 프로선수들이 원룸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구FC
클럽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우수선수 육성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망주 선수를 발굴, 좋은 인프라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축구를 경험하기 위한 ‘기본’ 중의 또 ‘기본’이 ‘경기장 인프라’
입니다. 프로축구는 상품입니다. 그 상품을 어떻게 소비하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영화관들이 좋은 시설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듯 이제 축구도 축구의 재미와
감동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전용경기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6만 7천석
규모의 세계적인 트랙을 갖춘 대구스타디움은 육상에는 최적의 경기장이지만, 축구
관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구는 바로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을 찾는 관중들은 대형 트랙
너머의 선수를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 전광판으로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활한
경기장에는 1~2만 관중이 들어서도 텅 비어 보입니다. 스포츠가 갖는 열광의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은 축구팬들과 시민들의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이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들의 도움으로 그 꿈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시민
운동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경기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대구는
물론 국내 축구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되는 축구전용경기장은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7m 정도로 가까워 선수들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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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1만2천석 규모로 관중 집중도가 어느 경기장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4면 모두 지붕이 설치되는 등 경기관람에서만큼은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의 기본은 지역 밀착화
‘축구의 기본’이 ‘좋은 축구상품’라면 ‘시민구단의 기본’은 바로 공동체,
‘지역연고’입니다. 유럽 외에도 세계 축구의 중심 브라질 역시 철저한 지역연고제와
함께 그 지역 프로팀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2016년 실시한 프로스포츠고객(관람객)성향조사에 따르면
팀 응원 이유에 대한 질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팀이어서’가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의 팀이어서’, ‘부모님 고향 팀이어서’ 등
연고 지역과 관련된 답변까지 합하면 절반수준인 46.8%입니다.
이처럼 스포츠팬들은 지역 팀에 대한 애정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지역연고 밀착은 비교적 약합니다. 특히, 양대 스포츠인 야구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K리그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구는 지역 연고에서 출발했지만,
축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983년 대한축구협회 슈퍼리그 위원회가 창설되면서
2개 프로팀과 3개 실업팀의 세미프로 형식으로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지역연고제는 1990년대에 들어 지역명칭을 본격적으로 쓰면서
프로팀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연고를 가진 역사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K리그는 이런 사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밀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FC의 ‘축구야 놀자’와 ‘지역공헌활동’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직접
학교로 운동장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찾아,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구단도 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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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활동들이 구단 이미지 강화와 관중유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시민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자양분
시민구단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민구단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프로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프로스포츠단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꾸리는 등 스포츠단을
‘공공재’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기업
역시 자원봉사자로, 소액 스폰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구단은
지역밀착활동으로 지역과 하나 되고, 지역사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윈-윈 하면서
일본의 프로축구는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FC가 희망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대구 뿐 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대구FC엔젤클럽’이 바로 그것입니다. 엔젤클럽은
과거 대구에서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을 모티브로 한 시민운동의 일환입니다.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시민구단 대구FC를 후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매년
100만 원 이상 후원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엔젤 1호로 시작된 이
릴레이는, 당초 전용구장 건립 시까지 천사(1004)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2017년
6월 현재 700명이 넘은 만큼 이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엔젤클럽의
후원은 금액적인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시민구단인
대구FC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시티즌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젤클럽이 활성화되면서 ‘다이아몬드
엔젤클럽(1천만 원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 역시 엔시오(엔젤클럽+소시오 : 축구팬)라는 형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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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역시 시민구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시민구단
발전의 밑바탕이 될 축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우리들의 축구단
마지막으로 시민구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구단의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합니다. 영국 명문구단 아스날의 경우 ‘Win is not Enough’라는
문장으로 아스날 식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클럽 바르셀로나의
깜프 뉴 경기장에는 바르샤의 정신인 ‘MES QUE UN CLUB’(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는 리버풀 출신 밴드의 노래를 합창하며 은유적으로 구단의
철학을 전해줍니다. 모두 다 지역민과 팬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대구FC의 경우에도 명확한 가치를 세우고 지역민들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
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우리들의 축구단’이 바로 그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겠다는 것과 함께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우리들의 축구단’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대구FC는 창단 이래 가장 미래지향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인 부분에 급급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확고한 구단 철학을
세우고, 시민구단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고, 선수들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군과 유소년에서 좋은
선수들이 자라고 있으며, 구단에서는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대구FC엔젤클럽 등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
니다. 시민구단의 기본인 ‘축구’와 ‘지역’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축구는 대구다’를 외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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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 :
지방 식민지론에 대한 단상(斷想)
우 성 문 티브로드 대구방송 정치부장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몇 해 전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서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전국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보도팀장들을 종편 방송사에서 초청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일행들과 함께 방송사 시설을 둘러보고 뉴스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현장도 견학했다.
견학을 마친 후 보도국장과 간담회가 마련됐다.
견학 소감 혹은 해당 방송사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좋은 대접 받으며 좋은 구경 했으니 ‘밥값’이라도 하려는 양 덕담들이 주로 오고갔다.
덕담들이 오가는 가운데 차례가 돌아왔다.
“중앙의 언론사들이 내보내는 전국뉴스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아주 이상한
도시가 됩니다. 왜 신공항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에만 치중하는가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대구에
관한 뉴스는 사건사고, 그리고 폭염밖에 없으니 대구는 사건·사고의 도시, 폭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조장하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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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시청자가 고르게 관심을 갖는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공방을 듣고 있던 다른 지역에서 온 케이블방송사 보도팀장들도 가세했다.
‘중앙언론사가 전하는 전국 뉴스에서 지방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사는 곳처럼 보
도된다’, ‘지방은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우기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처럼 왜
곡하는 보도가 많다’고 거들었다.
서울 중심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뉴스들을 보면 ‘어!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식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몇몇 무리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지방방송 좀 끄라’고 채근하곤 했다.
지방의 목소리는 항상 중앙의 목소리에 가려져야 했고 지방의 소리는 하찮은 소리
로 치부돼야 했다.

지방은 식민지다(?)
최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의 저서 ‘지방은 식민지다’를 다시 읽었다.
책 제목에서 책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노골적으로 알려준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에 불과하며 이런 수탈의 고리를 끊어 지방의 해방과 독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과 서울의 전세가 역전돼 지방이 서울의 것을 빼앗아서 지방이 잘 살고 서울은
못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서울이 다 같이 잘 살고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다.
지방과 서울의 관계를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관계로 바라본 관점이 너무 억지스럽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문제의식과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 책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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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시대, 20세기의 ‘이미 낡아 빠진 종속이론의 아류’라고
비판받는 ‘내부식민지론’을 21세기 서울과 지방의 문제에 대입해보니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현실의 불균형은 극심하다.
‘내부식민지론’은 1970년대 남미 사회를 분석하는데 사용됐던 이론이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남미의 도시화를 ‘종속적 도시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제4의 식민지’ 또는 ‘식민지 속의 식민지’가 국가 내에서도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1970~1980년대 한국사회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와 같은 내적식민지 종속이론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이후
서 울 과 지 방 의 격 차 가 극 심 해 지 면 서 ‘한 물 간 ’ 것 으 로 평 가 받 는 ‘종 속 이 론 ’,
‘내부식민지론’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서울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는
‘서울 1극 체제’ 현상은 이제 ‘서울공화국’을 넘어서 ‘서울제국’으로까지 명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이렇다.

“2002년 현재 서울은 한국의 중앙행정 기능의 100%, 경제 기능의 76.1%, 정보
기능의 93.6%, 국제 기능의 92.7%를 보유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12%에 불과
하지만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체 중 95개, 공공기관의 90%가
몰려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64%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만 해도 2007년 48.6%로 증가했다. 금융기관 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95년 59.3%에서 2007년 68.3%로, 은행예금의 수도권 비중은 95년 64.8%
에서 2007년 68.4%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1999년 49.2%에서
2006년 53.4%로 커졌다. (본문 78쪽) 2006년 3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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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지역신문 구독률은 제주 19%, 부산·울산·경남
16.6%, 대구·경북 13.2%, 광주·전남 6.7%, 강원 6.3%, 충북 4.6%, 전북 3.7%,
대전·충남 3.4%, 경기·인천 1% 등이었다. (본문 87쪽)”
최근 통계를 찾아보더라도 강 교수가 인용할 당시의 통계수치가 주는 의미와 맥락이
다르지 않다.
강 교수는 지방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 분산, 정치와 행정의 사유화 중단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행, 지방언론과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내부식민지’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한국의 핵심 권력층을 양산하는 SKY대학의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지방자치가 반쪽자치에 머무는 이유로 정치와 행정이 사유화되고 권력이
공적영역으로 제대로 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중앙의 정치와 행정이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언론과 지역 엘리트들의 각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해당 지역민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론과 엘리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 자초한 면도 분명히 적지 않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지방에 있고
지방 스스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방은 지방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반발한다거나 서울로 올라가 시위하는 등의 산발적
비상체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었다. 아예 선거 단계에서부터 ‘지방
살리기’ 프로그램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후보나 정당에겐 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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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지방의 엘리트들은 서울에도 집을 갖고 있고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기 때문에 굳이
기존 ‘서울 공화국’ 체제에 강력 도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보통사람들도
‘각개약진’을 선택했다. 바로 그런 ‘각개약진’체제 때문에 지방이 지방주의를 내세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발상을 포기한 만큼 그 걱정도
지방이 해야 한다. 수도권의 고민도 헤아려가면서 좀더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이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 (본문
343∼348쪽)”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다. 중앙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지방만큼 목마르지
않다.
중앙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지방 주민들에게 선심 쓰듯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방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친화적인 권력,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치세력, 지방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지역 언론과 지방의회,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지역 언론과 지방의회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탓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지방 스스로 지방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존감을 꺾어버린 측면이 있다.
지방방송을 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방방송에 귀 기울이라고 소리쳐야 한다.
지방방송, 지역신문을 지역주민이 보지 않는데 서울에서 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
이겠는가?
지역신문과 지방방송 종사자들도 과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소식을 담아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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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봐야 한다.
시청자와 구독자가 재미있는 소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내용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단순한 흥밋거리로만 채울 뿐 그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없다면 결국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지방의회도 지역 언론과 같은 운명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과 소속정당의 당론이 배치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선택은
그동안 무엇이었나?
지방의회 출범 이후 줄곧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와 역량부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지방의회에
제도적인 수단으로 더 많은 힘과 재정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역량과 자질을 갖춘 지방의원들로 지방의회가 채워져야
하고 지역 언론은 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미디어산업 종사자와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언론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야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분권, 권력과 재정을 나눈다는 것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중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진정한 자치권한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이 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덕목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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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뉴 어글리 코리안은 되지말자
김 승 근 대구일보 정치부장

2013년 8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 분수대에 중국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그들의 시민의식이 세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당시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양인들이 더 많이 분수대에 발을 담근다는 것, 나아가 환구시보는 외국인이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중국인이 담그고 있으면 시민 의식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한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은 건 ‘평소 행실’ 때문이었다.
지금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 관광객의 무질서와
소음은 관광업계나 관광지 사람들에게 정평이 난데다 이집트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모습도 보도되면서 그 멍에를 벗기 쉽지 않았다.
우리는 어떨까.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숫자는 2천200만 명으로 잠정 집계
됐다. 한 해에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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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박물관을 상징하는 유리피라미드. 왼쪽이 분수대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40억2천3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보다 7.4%p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4조6천400억 원에 이른다.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지난 5월 초 황금연휴와 10월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대구공항 역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
지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33만9천54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1천076명보다 50.3% 늘었다.
이 기간 국제선 이용객은 51만2천944명으로 지난해보다 161.6% 증가했다. 전국
공항 최고 증가율이었다.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국내선 이용객 증가율(18.9%)에
비해 8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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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박물관을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관람객이 몰려 있다)

이 같은 높은 증가율을 반영하듯 올해 5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961년 개항
이후 최다인 28만2천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인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돌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해외여행 러시의 시대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전면 시행 이전에만 해도 대구는 앞산 안기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흡연이 가능했던
시대란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넘어서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정도다.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용납되지 않는 일, 법적 제재가 없다고 해도 누구나 지켜야
될 일은 마찬가지란 점에서 중국인을 향한 손가락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려보자.
지난해 가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경험이다.
로마시대때부터 온천이 발달했고 17세기 터키 지배의 영향으로 수많은 온천이 생긴
헝가리. 현재 부다페스트에만 120개 정도의 온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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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이 건물 옥상에 있는 루다스란 온천에 갔다. 아침 일찍 갔는데 뒤이어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과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2명 등 한국 사람 4명이 따라 들어왔다.
어딜가나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 반가워하기도 잠시, 이들 모두가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탕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 탈의실과 샤워실이 붙어 있는데도
수영복만 갈아입고 탕으로 직행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헝가리 사람들의 시선에
같은 피부색만으로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 부부의 대화는 더 했다.
연인들의 성지라고 알려진 피렌체 두오모(성당)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계단뿐이다. 모두들 조용히 그리고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렸다.
“어제 간 식당에 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떠들기는 왜 그렇게 떠들어 매너
없이”.
“그러게 말이야. 해외에 나와서 더 예절을 지켜야지. 이해가 안 되더라구”. 뒤쪽에
있던 젊은 부부로 보이는 듯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조용한 두오모 계단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야, 여기 벽에 온통 낙서네. 어이없다. 여기까지 와서 낙서가 뭐야 낙서가”.
시끄럽긴 하지만 기본은 아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바로 절망으로 다가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볼펜을 갖고 오는 건데”.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여행 자유화 이후 우리네 부모 세대들이 처음 나간 해외여행에서의 실수와 무례
그리고 보신관광에 엽색관광들로 인해 ‘어글리(ugly) 코리안’으로 낙인찍힌 이후
여행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여행지에서의 매너도 나아졌다는 일반론을 뒤엎는
사례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물론 일부에 국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 교포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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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너 안 좋은) 중국인인지 구분이 안 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보면 ‘일부’를 넘어서는 것 같다.
한명 한명이 모두 민간외교관이란 점을 생각하란 건 너무 거창하지만, 위생적인
부분이나 공공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교포들의 지적은 따가웠다.
80, 90년대와 지금의 국민소득, 교육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어글리 코리안보다 지금의 비매너 여행객의 ‘죄질’이 더 나쁠 수 있다.
몰라서 잘못을 하는 것과 아는 데도 실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하늘과
땅차이다.
남 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 ‘뉴 어글리 코리안’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말이다.
일반 여행객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다.
파견된 나라의 치외법권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도 치외법권에
있는 것 같은 외교관들 역시 자각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들의 매너 준수가 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검증받은 공무원이란
점에서 외교관의 추태는 뉴 어글리 코리안의 낙인에 화룡점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검찰이
최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레 현지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추한 민낯이 드러난 이 사건으로 남미에서 한국의
국격은 급락했다.
올해 1월 대만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대만 한국대표부 관계자가
“자는 데 왜 전화하냐”고 했던 말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 역시 뉴
어글리 코리안 낙인에 외교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 잘 알 수 있게 해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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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의 이런 추태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군기’를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뭘 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느냐”는 핀잔을 하는 외교관, 수요일엔 전투체육이란
이름으로, 토요일엔 대기업 지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골프를 치는 외교관이 있다는
소문은 ‘구석기 시대’ 이야기란 소리를 듣고 싶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여행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란 걸 먼저 인식하고
즐겁게 짐을 꾸리자.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뒤를 이어 올 사람들의 여행지와의 조우를 배려해
내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하자.
그러면 여행의 마지막엔 여행으로 얻는 기쁨이 처음 기대보다 최소한 두 배는
더 커져 있단 걸 발견하리라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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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두오모에 올라간 여행객들이 저녁이 내리는 피렌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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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의개최현황
의안처리현황
주요의안처리현황
상임위원회활동
특별위원회활동
결의문
시정질문현황
5분 자유발언현황
기타의정활동

회의개최현황

제243회~제250회

◆ 총괄 : 8회 139일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79일

◆ 회의개최내역

회기
회별

구분
일수

기간

계

8회

139

제243회

임시회

13

2016.7.14~7.26

제244회

임시회

9

2016.9.1~9.9

제245회

임시회

15

2016.10.5~10.19

제246회

제2차 정례회

44

2016.11.7~12.20

제247회

임시회

15

2017.2.8~2.22

제248회

임시회

15

2017.3.14~3.28

제249회

임시회

12

2017.4.14~4.25

제250회

제1차 정례회

16

2017.6.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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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50회

구 분

처리내 용
접수 처리

유형별

가 결
원안 수정

계

의안처리현황

18

2

7

59

54

2

1

2

4

4

4

시 장

70

70

57

교육감

16

16

15

예산·결산

12

12

7

동의·승인

41

41

40

건의·결의

4

4

4

의견청취

6

6

6

규칙안

1

1

1

기

54

54

52

례

267

소 계

149

149

의 원

59

위원회

부결 폐기 철회 기타

240

조

267

계류

9

4
1

주민청구
기 타

타

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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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운 영 ○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7.26)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위원회

운 영

○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7.26)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재구
의원

운 영

○대구국제공항을 지역의 관문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K-2 군공항과 함께
통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국제
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신원섭
김창은
김재관
차순자
오철환
의원

기 행

○대구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생자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7.26)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2016.7.2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 장

기

행

○ 「지 방 세 법 」에 서 조 례 로 정 하 도 록
위임한 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시세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부과·징수
방법 및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자구를 정비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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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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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譯

處理結果

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43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시 장

경 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설립 및 운
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7.26)

율하 도시첨단산
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시 장

건 교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위치 : 동구 율하동 일원(175,000㎡)
·사업비 : 857억원 (2015~2020년)

원안가결
(2016.7.26)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2016년 9월 1일자 개교되는 초등학교
1개교(대구용천초)를 추가하고, 이전·
통합되는 초등학교 1개교(대구유가초) 및
병설유치원(대구유가초 병설유치원) 1개
원의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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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2016년도 대구광
역시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7,236,200백만원
특 별 ○ 기 정 예 산 액 : 7,145,200백만원
○증 가 액:
91,0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9.9)

2016년도 대구광
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972,712백만원
특 별 ○ 기 정 예 산 액 : 2,867,342백만원
○ 증 가 액 : 105,37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9.9)

대구광역시 장애
인공무원 편의지
원 조례안

시장

기행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구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문복

○관광시장 규모확대와 도시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관광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관광전담
기구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구환경공단 설
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경환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지
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한민국 대구광
역시와 미국 밀워
키시 간의 자매결
연 체결 동의안

시장

경환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
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시의회
에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
시의 건

시장

건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미시행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서호·남리·부리)의 실효 및 해
제 고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함

찬성의견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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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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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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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4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도시
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건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도시
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6.9.9)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
견제시의 건

시장

건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노
후산업단지(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
지, 제3산업단지) 일대의「도시경제기반
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6.9.9)

대구광역시 통합
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교육

○저출산과 지역간 인구 이동 등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통합학교의 교육
력 제고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구광역시 교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대구광역시교육
감 소관 부설주차
장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주차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대
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9.9)

2016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3
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육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취득 5건 : 건물
(5,634㎡/14,810백만원)

원안가결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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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44회 임시회 3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2016년도 행정사
무감사계획서 승
인의 건

각 상임
위원회

본회의

○감사기간, 감사대상, 일정 및 장소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

원안가결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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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45회 임시회 1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김혜정
의원

운영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로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구금된 경우 사
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정활
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공
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는 이를 제
한하여 의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임인환
의원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
영하고 시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계 존비
속에게 수수금지 금품제공 금지 및 시의
장의 외부강의 횟수 제한 등 시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운영

○새로운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공항추진
본부’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운영

○낙동강 페놀사고 등 치명적인 수질사고
에 대처하고 시민의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의 상류 이전을 조속히 추진
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 위원수 : 7인 이내
- 활동기간 : 선임일 ~ 18.6.30까지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미래
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최광교
배재훈
박상태
강신혁
오철환
최인철
의원

기행

○대구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
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
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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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45회 임시회 2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비상
구 폐쇄 등 불법행
위 신고포상제 운
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상태
임인환
최광교
의원

기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이전
관리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
임된 사항을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이전지 선정 및 이전주
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 미래복합
도시 건설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
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공항
추진본부』를 신설코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공항추진
본부 및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인재
육성 장학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201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 청소년 장학금 지급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
소년육성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에 통
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
사 범위 등에 관
한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기행

○위원장 선정방식 변경(당연직→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및 위원 위촉시 관련 협회
또는 학회 추천조항 삭제 등 위원회 구
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가 및 공사 상한액 위임사항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2017
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안

시장

기행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
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총10건)

원안가결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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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신혁
배재훈
김혜정
의원

문복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대
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여성
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
도재준
임인환
의원

문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용어정리, 정관변경, 대표임기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생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재화
김규학
임인환
의원

문복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
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지역
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201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연장(5년)과
유사기금(양성평등·한부모가족지원) 통
합 및 여성행복위원회의 자문과 심의사
항을 구분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사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문복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조성·운용 중인 사회
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여
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문복

○친자연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봉안평장
묘 합장묘 설치근거 신설, 분묘 설치기
간을 개정(15년→30년, 1회 15년이내
연장) 및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법령 정
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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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문복

○2016년 12월 31일자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5
년)하고,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체육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문복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및 이의
감면 규정과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함

수정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환경
교육진흥 조례안

오철환
김재관
김혜정
배재훈
신원섭
최인철
의원

경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진
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경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광 전담기구
설립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경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
주택,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2017년도 창조경
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시장

경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함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5건)

원안가결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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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2017년도 미래산
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시장

경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함
(한국뇌연구원 등 2건)

원안가결
(2016.10.19)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
획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경환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분야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
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인「2030 대구광
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6.10.19)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경애
조성제
이귀화
김의식
조재구
최광교
배지숙
배창규
의원

건교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을 효율적
으로 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건설
신기술 연구·개
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배창규
이귀화
조성제
조재구
의원

건교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
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건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
설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
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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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주거복지센
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시장

건교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약
자에 대한 주거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연
계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거복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
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현물출
자안

시장

건교

○「지방재정법」제18조의3에 따라 도시
철도3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및 1호
선 미출자 토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립학
교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2017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4교(신암·
아양중, 복현·경진중)를 2교(신아중, 복
현중)으로 통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대구광역시 고등
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

교육

○달성군 대구테크로폴리스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고등
학생의 배치와 논공지역 고등학생 통학
여건 및 화원지역 학급과밀 개선을 위해
2017. 3. 1 개교 예정인 「비슬고등학
교」를 일반학군(2학군)으로 편입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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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主要內譯

處理結果

2017년도 대구광
역시 세입세출예
산안

시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7,085,80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6,821,400백만원
○ 증 감 액 : 264,4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12.08)

2017년도 대구광
역시 기금운용계
획안

시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416,048백만원
특 별 ○ 전년도운용액 : 282,383백만원
○ 증 감 액 : 133,665백만원

원안가결
(2016.12.08)

2016년도 대구광
역시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시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7,261,100백만원
특 별 ○ 기 정 예 산 액 : 7,236,200백만원
○증 감 액:
24,9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12.20)

2016년도 대구광
역시 제2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시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366,911백만원
특 별 ○ 기 정 예 산 액 : 365,763백만원
○ 증 감 액 : 1,148백만원

원안가결
(2016.12.20)

2017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941,354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2,680,700백만원
○ 증 감 액 : 260,654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12.08)

2016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869,123백만원
○ 기 정 예 산 액 : 2,972,711백만원
○ 증 감 액 : 103,588백만원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위원회

운영

○2014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2018년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월 3,203,550원 → 월 3,299,650원)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이동희
김재관
의원

기행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
나 현저한 공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
원에 대한 애도와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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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공
사·상 소방공무
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광교
김혜정
임인환
의원

기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
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
족을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장

기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15.7.24)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17.1.1)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채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시설
관리공단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장

기행

○공단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하
기 위하여 법인명(대구시설공단)을 변경
하며,「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상
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지하
철화재사고 국민
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
례안

시장

기행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16. 3. 25 설립된 재단법인 2·18안문화
재단에 잔여기금(11,397,589,539원)전
액을 출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
됨에 따라「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
지하고자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
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
하는 등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2017년도 기획
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시장

기행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건)

원안가결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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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結果

2017년도 시민행
복교육국 소관 출
연 계획안

시장

기행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청소년지원재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기행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
한 사항과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한시기구인 ‘미래산업추진본부(국)’의
존속기한 도래(’16.12.31)에 따라 ‘대
변인’를 과 단위로 하향 조정하여 ‘미래
산업추진본부’를 상시기구로 재편하고,
일부 기능 및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한시기구인 ‘미래산업추진본부(국)’의 존
속기한 도래(’16.12.31)에 따라 ‘대변인’
를 과 단위로 하향 조정하여 ‘미래산업
추진본부’를 상시기구로 재편하고, 일부
기능 및 업무를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
안

시장

기행

○대구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대
구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
는 외국인에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을 수여하고자 함(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공포(’16.7.11) 이후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
난 피해 지원기준의 소요재원 부담률을
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감안하여 조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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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성매
매피해자 등의 자
활지원 조례안

시장

문복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문복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대구
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재정법 개정에 따
른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법령」정비 요
청에 따라 보조금 운영비 지원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시립
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조직개편으로 예술단 관할 기구를 변경
하고 예술단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며, 예술강좌 수강료
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문화
예술회관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장

문복

○문화예술회관의 부속설비 사용료 중 추
가된 장비의 항목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를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시민건강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문복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인 중장년층의 건
강문제, 질병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시민건강지원센터 “시민
건강놀이터”를 민간에 위탁·운영을 위
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2017년도 여성가
족정책관 소관 출
연 계획안

시장

문복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대구여성가족재단)

원안가결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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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結果

2017년도 보건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장

문복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대구의료원)

(2016.12.08)

2017년도 문화체
육관광국 소관 출
연 계획안

시장

문복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대구문화재단 등 2건)

원안가결
(2016.12.08)

재단법인 대구창
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시장

경환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
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
례안

시장

경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
4조 규정 및「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규정의 기금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대구광역시 환
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위생
매립장주변영향
지역지원등에관
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경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등「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일부개정 시행(2016.1.1.)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
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경환

○임대료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
인 손해배상 책임을 분배하는 등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경환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2021.
12.31)하여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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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
지 조례안

김의식
박일환
최재훈
의원

건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자동
차관리법 위반행
위 신고포상금 지
급 조례안

김의식
조재구
배재훈
의원

건교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리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건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건교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
토교통부의「건축조례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도시
철도채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교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
로 면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대구광역시교육
청 진로진학지원
센터 및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교육

○「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교육팔공산
수련원 관리·운
영 조례안

교육감

교육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내의 캠핑장 및
생활관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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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
청계약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불일치되는 규정 삭제 및 대구광역시교
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립학
교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17.3.1자 교명변경 고등학교 1개교, 개
교되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3개교, 단설유치원 5개원 및
각종학교(대구예담학교) 1개교 추가사항
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대구광역시 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교육감

교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2016.7.12.)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
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08)

2017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교육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
고자 함(취득 7건, 처분 1건)

원안가결
(2016.12.08)

2017년도 대구광
역시인재육성장
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

교육감

교육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원안가결
(2016.12.08)

2016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4
차 변경계획안(수
정안)

교육감

교육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취득 4건)

원안가결
(2016.12.08)

2016년도 행정사 각 상임
무감사 결과보고 위원회
서 채택의 건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현
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감사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
구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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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의건

의장

본회의

○제7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장으로 이귀화 의원을 선출함

기타(선거)
(2016.11.07)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의건

의장

본회의

○제7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장으로 김규학 의원을 선출함

기타(선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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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취수원 이전 대구
특별위원회 활동 취수원
계획안
이전특별
위원회

본회의

○대구취수원 이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계획안을 승인받고
자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운영
위원회

본회의

○새로운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도시기반
혁신본부’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경북 상생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인철
의원

운영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비롯한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공동협력사업 발굴,
서민경제 활성화 등 대구·경북의 상생
협력과 동반발전이 성공적 추진을 위하
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최광교
의원

기행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
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을 탄력적
운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철도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도시 대구를 건설
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코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도시기반
혁신본부』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기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등록령」
일부 삭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정지처분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차량등
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자동차에 대
한 저당권 설정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규를 변경하여 구청장·군수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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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시유지 내 범어1
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시장

기행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수성
구의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11호에 의거 시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건강
가정을 위한 부모
학습 지원 조례안

배지숙
최광교
이재화
의원

문복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
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
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영유
아 보육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강신혁
도재준
임인환
배재훈
의원

문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료의 기
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과 비용보조의
종류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콘서트하우
스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공연장 명칭을 개정
하고, 유·무료 회원제 신설 및 관람료
할인근거를 보완하고 대공연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김의식
임인환
이경애
이귀화
의원

건교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
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임대보
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귀화
김의식
이경애
조홍철
최재훈
의원

건교

○「주거기본법」등 상위법령의 대폭 정비
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항을 정
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
례 전반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조례의 운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
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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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대구
국제공항 이용 항
공사업자 및 여행
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귀화
김혜정
박상태
장상수
조재구
의원

건교

○외국항공사에도 신규국제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지원 대상사업
자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구국
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도시
철도채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배지숙
최광교
이재화
의원

건교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
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하이브
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이하 포함) 도시철도
채권에 대해 감면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건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7.7)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0)이 일부 개정됨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 자동
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교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비
책임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
칭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교육
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최길영
이재화
배재훈
최재훈
의원

교육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습
득·배양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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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2017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원 변경분과 3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조정된 정원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2.22)

대구광역시립학
교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2016년 12월 20일자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초등학교 1개교(세현초)의 주소
를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자 통합되
는 초등학교 1개교(대동초)를 삭제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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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김재관
이재화
최광교
장상수
조재구
의원

본회의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은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며 민주주의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되는 국가 과제이
므로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결의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14)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김의식
김재관
최광교
김혜정
의원

기행

○대구광역시·공공기관 등의 문서에 갑·
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질행정의
비정상 관행 근절로 상생·공존 및 사회
적 통합의 선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조성제
김의식
김재관
김혜정
최재훈
의원

기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
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운영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희
의원

기행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활용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
력자 역할 수행 등 명예시민제도의 활성
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2017
년도 제1차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시장

기행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대구테크
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 등 3건)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규학
김재관
김혜정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임인환
최재훈
의원

문복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
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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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대구광역시 목련상’을 ‘대구광역시 여성
대상’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의 3개의
시상부문을 삭제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등 여성대상
수상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항결
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
례안

시장

문복

○보건복지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결핵환
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 및 의료비 본인
부담분 국가 전액 지원에 따라, 보건소
에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
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전통시장진
흥재단 지원에 관
한 조례안

박일환
오철환
조홍철
장상수
신원섭
최인철
김의식
조재구
의원

경환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의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수행기관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광역시 도시
개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귀화
임인환
장상수
조재구
최광교
의원

건교

○상위법인「도시개발법」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법과 영에서 정하도록 하
고 있는 조합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조
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을 인용
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
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도시관리계획 변
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건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제
한구역의 일부 해제(대구율하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함

찬성의견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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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도시계획시설(공
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건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8조 제5항에 따라 남구 대명동 봉명공
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시설
종류를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7.03.28)

2017년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1
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육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
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매각 1건 : 대
봉도서관)

원안가결
(2017.03.28)

본회의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의 원활
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계획안을 승인받
고자 함

원안가결
(2017.03.28)

대구·경북 상생 대구경북
발전 특별위원회 상생발전
활동계획안
특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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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복
지옴부즈만 설
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조성제
김재관
배지숙
배창규
이동희
최인철
최재훈
의원

기행

○최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복
지옴부즈만 외에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
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
치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안

최광교
김의식
김혜정
배지숙
최길영
최재훈
의원

기행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
선과 안전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합)의 시·도
간 3년 주기로 5급이상 정원 상호교체
협의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수목원관리사업소의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기행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
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중앙
기관 등 인사교류
자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주거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
정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관련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주거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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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김규학
김재관
도재준
임인환
의원

문복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
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문복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
육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체육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문복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두류수영장 파도풀,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등 신설 체육시
설 및 기존 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를 정비하고 감면 사항 정비와 일부 조
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4.25)

행복나눔의집 관
리·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

시장

문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방 생활인에게
주거지원,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행
복나눔의 집」을 설치하고 시설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
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문복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시설 및 전시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획전시,
공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수출
용 전기용품의 안
전인증 등 면제확
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철환
박일환
배재훈
신원섭
이동희
장상수
의원

경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의 상위법령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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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신원섭
강신혁
도재준
박일환
배재훈
조홍철
최인철
의원

경환

○연탄 수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외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 지원의 근거
를 마련하여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안

김의식
이귀화
최광교
최길영
의원

건교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주택
조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공동
주택관리법 제정·시행(2016.8)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광역시 학교
용지부담금 부
과·징수 및 사용
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임인환
박일환
윤석준
조홍철
의원

건교

○대구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
축 등을 위한 용지 확보 비용을 부과·
징수한 후, 이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적기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운
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국제공항 통
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시장

건교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국
제공항 통합이전에 필요한 추진활동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대구도시철도공
사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교

○도시철도공사의 운영기술 해외사업 범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
원의 결격사유 등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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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主要內譯

2016회계연도 대
구광역시 세입세
출 결산승인안

시장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7,818,152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6,934,943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883,209백만원

원안가결
(2017.06.30)

2016회계연도 대
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예산결산 ○ 지 출 결 정 액 : 6,066백만원
특별 ○지
출
액 : 5,190백만원
○집 행 잔 액 :
53백만원

원안가결
(2017.06.30)

2016회계연도 대
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승인안

교육감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3,070,949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2,834,078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236,871백만원

원안가결
(2017.06.30)

2016회계연도 대
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감

예산결산 ○ 지 출 결 정 액
특별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작은
도서관 진흥 조례
안

최광교
김의식
김재관
배재훈
조성제
최길영
최인철
의원

기행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교육
재정부담금의 전
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길영
배재훈
배창규
윤석준
최광교
최재훈
의원

기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규모를 현재의“100분의
70 이상”에서“100분의 90 이상”으로
변경하고 전출금 차액에 관한 정산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
:
:
:

558백만원
501백만원
33백만원
24백만원

處理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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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소방
공무원 재난관리
활동 물적손실 보
상에 관한 조례안

이동희
김혜정
정 용
의원

기행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
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시장

기행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전
부개정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
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
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
도록 전부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시장

기행

○「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라, 종전「대
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
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로 이
관하여 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평생
교육진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기행

○「평생교육법」의 개정(시행 2017.5.30.)
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평
생교육진흥을 위한 근거조항 기재, 상위
법령에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
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청소
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시장

기행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청
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 보완
및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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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외국
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기행

○공무원 및 중소기업수출업체 임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
어강사를 채용하였으나(2년간 4명채용),
2002년 이후 외국어교육을 사이버교육
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
함에 따라 외국어강사의 채용이 불필요
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재화
김규학
배지숙
이동희
의원

문복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포함)
에 실험·해부 등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장사시설(화장시설)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원자
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임인환
강신혁
도재준
이귀화
의원

문복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장애
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김규학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의원

문복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
하고, 장애인인권센터를 권익옹호기관으
로 변경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 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관
을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사진비엔날
레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강신혁
의원

문복

○사진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사진예
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
사진비엔날레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여성
회관 운영 및 사
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문복

○보육실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준비실
폐지와 도서실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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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者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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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감염
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문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
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
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문복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
구하는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허가기관이 민
원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확인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달구
벌종합스포츠센
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문복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의 명칭을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달구벌 ‘재활’ 스포츠
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 관련조항 불일
치 등 규정과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7.06.30)

도원동 성매매피
해자 자활지원사
업 민간위탁동의
안

시장

문복

○도원동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실태조
사, 각종 자활지원 사업을 전문적,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도원동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
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청소
년 노동 인권 보
호 및 증진 조례
안

김혜정
김의식
오철환
이경애
임인환
조홍철
의원

경환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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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조경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오철환
조홍철
장상수
박일환
최인철
신원섭
의원

경환

○대구시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
인 녹화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정원사로 인증하여 생활주변·공공녹화
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하수
도 사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경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 연체가산금 부과방
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2017.06.30)

유치기업 ㈜센트
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

시장

경환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한 (주)센트랄
모텍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
진 조례 제9조의3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센트랄엘티에스에 지원하기로
한 투자보조금을 승계·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도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장상수
강신혁
배재훈
이귀화
임인환
정 용
조홍철
최재훈
의원

건교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최저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저
층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도심 미관개선이라는 용
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귀화
임인환
김규학
최인철
조홍철
의원

건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
리로 인해 갈등·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
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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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50회 정례회 6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최길영
이경애
이귀화
이재화
임인환
조재구
장상수
의원

건교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한옥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수선 또는 신축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지원의 조건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원
금의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
은 당시의 소유자가 지도록 명시하여 분
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취지가 훼손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의식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의원

건교

○공간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례에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 규정과 공간정보 이용
자에 대한 규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
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애
박상태
조재구
최길영
의원

건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과
관련한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태
조재구
최재훈
의원

건교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
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금품의 수수에 대한 신고포상 금
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
한 조례안

시장

건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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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ㅣ제250회 정례회 7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교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
간 점용료의 증가율 완화(10∼30%→
100분의 10) 및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
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건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하여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반영
민원
확립
일부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도시
철도채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
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
업 현물출자안

시장

건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
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교육
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배창규
최길영
배재훈
최재훈
의원

교육

○학교 운동장의 먼지 날림과 유해물질 검
출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
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교육
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석준
배창규
배재훈
최재훈
최길영
의원

교육

○가정 내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
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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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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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
청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
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
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
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교육

○교육장 소속하에 둔“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
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
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교육
감 행정권한의 위
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
세칙 제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유치원, 대안학교
및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
하기 위한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
접수, 승인, 결과통보 및 사후관리에 관
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2017.6월말 수련지도원인 전문경력관
(팔공산수련원)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
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대구광역시립학
교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2018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2교(서진
중·대구서부중)를 1교(서대구중)로 통
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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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ㅣ운영위원회ㅣ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관)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수립, 회의운영 규칙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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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조정,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의원들 간의 조정,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안건 처리 등을 하였다.
* 2017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36일
*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7회
*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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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이밖에도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울산시 의회, 경남도 의회 등 시·도별
의정활동 및 제반 여건에 대한 차이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주요의안 처리
* 2016회계연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 2017년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6. 11. 21.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의회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생겨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충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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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ㅣ기획행정위원회ㅣ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대구시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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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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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제시, 재난·방재활동의 기능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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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도출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년간
모든 역량을 모았다.

◎ 의안처리현황
계
52

제정
10

조례안
개정
29

폐지
2

예산·결산

동의안

5

6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
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대구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함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함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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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공포(’14.5.20)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
권센터 설치 등 조례 제정시 미비점을 보완함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공포(’16.7.11)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의 소요재원 부담률을 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안전처에서 최근 제정한「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확보함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구광역시·공공기관 등의 문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관계의
상호·지위 등을 사용토록 하여, 갑질행정의 비정상 관행 근절로 상생·공존 및 사회적
통합의 선진문화를 확산시킴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혼란 방
지 및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활용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력
자 역할 수행 등 명예시민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복지옴부즈만 외에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인권에 대한 보호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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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에 대
한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아래 우리시가 놀이시설의 개선과 안전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도서
관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함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규모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함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함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대구경북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등 소관 부서에 대해 140일 간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68건 등 총 141건 처리하
였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시정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여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노력과 쇄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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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ㅣ문화복지위원회ㅣ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과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및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하였다.
특히, 김규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하였다.

◎ 의안처리현황
계
29

조례
제정
8

개정
9

예산·결산

기타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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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과대학 시신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된 해부학 연구실습을 마친 시신을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대구 이외 거주자에게도 관내거주자 요금을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턱없
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사회적 부담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하였다.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사진비엔날레를 2018년부터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구
사진비엔날레를 세계적인 사진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
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호대상 아동의 관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 보호대
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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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문
화 활성화와 시설 확충 및 지원을 도모하여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
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대구의료원 등 24개 기관에 대해 14일간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34건은 시정요구하고, 37건은 건의·조치하였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분

수감기관

감사항목

2016

24

256

지적건수
시정요구
건의
34
37

비고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회보 제18집

301

경제환경위원회

ㅣ경제환경위원회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첨단 우량기업 유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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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 주요의안 처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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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처리현황
계
24

제정
5

조례안
개정
9

폐지
1

동의안

예산·결산

기타

2

4

3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기술창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창
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거 지난해 6월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외 연탄 제조업자가 대구권역에 마련된 하치장을 통해 지역 내에 연탄을 공급
할 경우 향후 3년간 추가 발생된 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연료단지 폐쇄에 따른 연탄수급 확보와 가격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환경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의회보 제18집

303

경제환경위원회
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조례에 중복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과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
고 위생매립장의 명칭 순화에 따라 관련 용어와 제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임.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된 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연장이 의결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회의 전담기관의 설치
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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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사한 두 개의 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
기 위해 관련 법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 연체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
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에서 신설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97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2016년 11월 31일부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
지하려는 것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미국의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도시인 밀워키시와 물산업을 비롯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유치기업 (주)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동의안
글로벌 중견기업들의 대구지역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센트랄엘티에스
에 지원하고자 한 인센티브(투자보조금)을 ㈜센트랄모텍에 승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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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인 한국뇌연구원 출연계획안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
자 하는 것임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창조경제본부 소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
테크노파크,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4개 기관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경제, 첨단의료산업, 환경 분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집중 감사하여 주민대표 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02건 중 53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49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국내외 첨단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국가산업단지,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확충
* 첨단의료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공원 조성, 환경기초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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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교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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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의회주도의 적극적인 간담회 개최 등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기능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속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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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보 제18집

307

건설교통위원회
◎ 의안처리현황
계
43

제정
8

조례안
개정
22

폐지
-

의견청취 등

예산·결산

9

4

◎ 주요의안 처리내용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하여 동 지역의 개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대구도시공사
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을 통한 전면수용방식의 토지보상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건
미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서호·남리·부리)의 실효 및 해제 고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의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서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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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방치된 빈집은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우범지대화·보건위생·화재발생 주거환경 악화
더 나아가 도시사회 문제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음. 빈집 정비·활용을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 빈집 발생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유휴 사회자본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빈집 정비·활용의 활성화와
정책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건설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관급공사를 비롯한 주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자연자원 절약,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
화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설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거복지센터를 직영 운영 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실 임대 등 시설확보에 별도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므로, 실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민간의 노하우와 역량 및 사무실, 상담실 등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도시철도3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및 1호선 미 출자 토지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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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
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자동차관리법(이하 ‘법’)」개정1)으로 자동차관리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불
법운행 자동차(소위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확립과 시
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
비하여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정비구역의 출구전략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표준조례(안) 운영 지침」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되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탈
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1)「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제80조제1호·제80조제5호의3·제81조제2호·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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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최소한의 주거
시설 입주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 중이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민주유공
자,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아동보호시설 퇴거자 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1순위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기존 입주자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지원 대상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
도록 개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국제공항의 신규국제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외국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외국항
공사에도 지원하는 한편,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자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라
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인용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의 자구와 조항순서 등을 정비함으로써, 대구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되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의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 위 법 령 인 「옥 외 광 고 물 등 의 관 리 와 옥 외 광 고 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
(2016.7.7)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0)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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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자동차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함)과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함)에서 정한 규정에
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을 인용하
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을 반영하여 개
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권한위임사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주택
조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 일원화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
(2016.8)에 따른 인용 법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구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 등을 위한 용지 확보
비용을 부과·징수한 후, 이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적기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정
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지역의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을 건설해, 미래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함과 아울
러 도심에 입지한 K-2 군공항을 이전하여,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주민피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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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대구시는 경상북도, 국방부, 국토부와 함께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운영기술 해외사업 범위 확대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해외진출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사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대구가 후발주자이기
는 하나 대구도시철도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활발한 해외사업 발굴 및 진출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
여하여야 할 것으로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의 건축물 높이규정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미관 지구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만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조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
로,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옥진흥
제도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간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례에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 규정과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규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
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
로 인해 갈등·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
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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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
상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과 관련한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수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 리베이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의 신고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으로
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 법령인「도로법 시행령」개정(’17. 3. 29.)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민원을 해
소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금액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을 규정한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
(’17. 3. 20)에 따라 동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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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
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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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33건 중 111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22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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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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교육위원회ㅣ

교육위원회(위원장 배창규)에서는 친환경 학교 우레탄시설 조성 방안과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및 소규모 학교 통합이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학부모교육의 질적 제고 및 자발적 참여방안 마련,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실질적인
지진 대피훈련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영재교육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유학기제와 교사가산점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역별, 사안별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달성군과 수성구,
서구 지역 등에서 교육현안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후 학교시설 개선, 통학
안전대책 확보, 급식시설 현대화 등의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육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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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처리현황
계
29

제정
6

조례안
개정
12

폐지
1

의견청취 등

예산·결산

4

6

◎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개교되는 초등학교 1개교(대구용천초등학교), 2016년 9월 1일
자 이전 통합되는 초등학교 1개교(대구유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대구유가초
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간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 학교로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서식
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년 3월 1일 자로 중학교 4교(신암·아양중, 복현·경진중)를 2교(신아중,
복현중)로 통합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16.7.12.)에 따라 개정 내용과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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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년 3월 1일자 교명을 변경하는 고등학교 1개교 수정, 2017년 3월 1일자 개교되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3개교, 단설유치원 5개원 및 각종학교
(대구예담학교*) 1개교 추가, 2017년 3월 1일자 신설 단설유치원에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8개원을 삭제, 예담학교 신설로 설치학교 종류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규정내의 문구 수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불일치되는 규정 삭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산을 이용한 수련 활동 및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시설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내의 캠핑장 및 생활관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용허
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년 12월 20일자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초등학교 1개교(대구세현초등학교)
주소 변경, 2017년 3월 1일자 통합되는 초등학교 1개교(대구대동초등학교) 삭
제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7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전년대비 기준인원 변경분과 ’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정원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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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을 습득하고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7.2.4.) 및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이 조례 설치 근거였던 「학교보건법 시행령」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
치·운영)가 삭제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관련한 「대구광역시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2교(서진중·대구서부중)를 1교(서대구중)로 통합하고
서진중과 대구서부중을 통합하여 “서대구중학교”로 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6월말 수련지도원인 전문경력관(팔공산수련원)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분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
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가정 내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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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
학교 운동장의 먼지 날림과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76건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였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상기관

감사항목

22

325

지적건수
시정요구

건의

계

80

96

176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이룰 수 있고, 연령이나 자신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 행복한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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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ㅣ예산결산특별위원회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결산 종합심사로 재정에 대한 집행부 사전 통제와 사후 피드백 기능 뿐 아니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시점검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 연중 상설로 운영하고 매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안) 및 결산관련 심사 기법 등에 대한 강의로 예·결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13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세출부문은 재정건전성 및 투자 우선순위 적정여부, 과다 책정되거나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형식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안 제출전
재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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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예산액

대구광역시

7,145,200

7,236,200

증 감(△)
91,000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기간 : ’16. 9. 7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김창은, 이귀화, 윤석준, 배재훈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예산액

대구광역시 교육청

2,867,342

2,972,712

증 감(△)
105,370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기간 : ’16. 9. 8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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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박상태, 이귀화, 윤석준, 배재훈

특별위원회 활동
(3) 2017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당초예산액

2017년도
예산액

증 감(△)

대구광역시

6,821,400

7,085,800

264,400

대구광역시 교육청

2,680,700

2,943,500

262,800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기간 : ’16. 12. 1 ~ 7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김창
은, 이귀화, 윤석준, 배재훈

(4)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
예산액

대구광역시

7,236,200

7,261,100

증 감(△)
24,900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기간 : ’16. 12. 15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박상태, 이귀화, 윤석준, 배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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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5)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액

제4회추경
예산액

대구광역시 교육청

2,972,712

2,869,123

증 감(△)
△103,589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 의결 하였다.
■활동기간 : ’16. 12. 16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박상태, 이귀화, 윤석준, 배재훈

(6) 201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세출결산

세입결산

세출결산

증 감(△)
세입

세출

7,728,818 6,789,768 7,818,152 6,934,943

89,334

145,175

대구광역시 교육청 2,914,520 2,615,611 3,070,949 2,834,078

156,429

218,467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2016년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액은 7조 8,18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93억 3,400만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6조 9,34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51억 7,500만원
증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70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4억 2,900만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2조 8,34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84억 6,700만원 증가된 원안을 각각 승인하였다.
■활동기간 : ’17. 6. 26~29
위원장

부위원장

임인환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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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화, 배지숙, 박일환, 최인철, 조홍철,
박상태, 이경애, 윤석준, 배재훈

특별위원회 활동
ㅣ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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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도권 집중화 등 당면해 있는 위기의식 공유차원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
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에 따라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
하고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대구·경북 상호 협력으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선진도시로 나
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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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진정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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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 위원회 구성(2017.2.22)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제7대 의회

최인철

강신혁

위원
조성제, 정용, 조홍철,
이경애, 최재훈

◎ 주요 활동사항
2017년 3월에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과 공동 현안에 대한 활
동방향 등을 담은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고, 2017
년 6월에는 기획조정실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구경북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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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ㅣ대구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ㅣ

◎ 구성목적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의 유일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아온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관문
공항의 조속한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이 되었음.
특히, 영남권 신공항의 추진과정에서 시행한 영남권 항공 수요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항공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연간 30%이상 폭증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거점 역할에 적합한
관문공항의 건설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임.
대구국제공항의 시설 및 부지 규모, 운영형태 등 제반여건이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확보 등 여건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대구공항에 활주로를 제공하는 등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K-2 군 공항은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용 활주로가 건설된 이후 80여 년간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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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소음으로, 인근지역에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힘들 만큼 정주 환경을 훼손해왔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해 재산권의 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
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도시의 성장과 확산으로 도심의 약 1/3 정도가 대구공항의 고도제한에 포함되어,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등 도시관리정책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로 비행훈련이 제한을 받아, 최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위원회 구성(2016.9.9)
위원장

부위원장

조재구

김혜정

위원
배지숙, 장상수, 이경애,
이귀화, 윤석준

◎ 주요활동사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16. 9. 9.)
*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제1차 특위회의 (’16. 10. 6.)
* 대구국제공항 및 K-2 군공항 통합이전 관련 주요업무 보고
*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부 추진사항, 경상북도 협의사항 등
■특위 활동관련 의회출입기자 간담회 (’16. 10. 17.)
■제2차 특위회의 (’16. 10. 17.)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 대구시의 관련 업무를 지원
* 경북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
* 이전후보지의 현장조사와 대시민 홍보활동 등
■특위 이전 후보지 현장 방문 (’16. 12 27.)
* 군위·의성군수 면담, 주민설명회 참석, 현장 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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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특위 지자체 소통간담회 참석 (’17. 1. 9~10.)
* 국방부, 국토부, 공군, 대구시, 경북도, 지역주민 등
■제3차 특위회의 (’17. 1. 17.)
* 공항추진본부 통합이전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해공작 규탄 성명서 발표 (’17. 2. 24.)
■특위 예비이전 후보지(군위, 의성) 현장방문 (’17. 3. 16.)
■특위&동구의회 연석회의 개최 (’17. 3. 17.)
* 공항추진 본부 업무보고, 현안사항 질의·응답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 (’17. 4. 19.)
■특위 및 공항추진 본부 간담회 개최 (’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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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이전추진 특별위원회

ㅣ대구취수원이전추진 특별위원회ㅣ

◎ 구성목적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치명적 수질사고를
겪어 왔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 중앙정부에 대구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이후 2015년 구미시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수원 상류에 대규모 공단이 입지해 있는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대구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물을 언제까지 생명을 담보로 마시고 있을 수 없으므로 취수원
이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에 수십 년을 가슴을 졸이면서 안전한 물을 갈망해 온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취수원의 상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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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 위원회 구성(2016.10.19)
위원장

간사

조홍철

신원섭

위원
김혜정, 강신혁, 이경애,
배재훈, 최재훈

◎ 주요활동사항
*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16. 10. 19)
*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16. 12. 20)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17. 2. 14)

◎ 향후과제
* 취수원 이전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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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정치권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해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K-2군공항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을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부산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발목 잡기식 몽니가 또 다시 시작
되었다.
열악한 산업여건과 만성적인 경제 불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1,300만
영남지역민들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영남권 신공항의
추진과정에서도, 입지선정 결과발표가 임박해오자, 영남권 5개시도간의 합의도
아랑곳하지 않고,‘가덕이 아니면 무효화하는 것이 낫다’는 부산지역의 이기주의적
정치선동으로 결국 영남지역민들을 크나큰 좌절의 늪으로 빠트렸던 것이 불과
수개월 전의 일이다.
우리 대구경북지역이 신공항 백지화로 크나큰 낙담에 빠져 있는 동안,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부산지역은 곧바로 전격 수용을 발표하며,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있던 그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해공항 확장이 쉽지 않자 이제는 좌절 속에서
어렵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또 다시 재를
뿌리며, 나서고 있다.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7조원이 넘는 비용을‘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야하는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4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비로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비용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7조원이 민간공항 사업비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두 공항의 개항시점과 김해공항 수요축소가 대구신공항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산지역 일부 정치권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흠집내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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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으로는 영남지역을 비롯한 남부권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전 신공항 논의시작의 전제적 사실인 것은 부산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중앙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성급하게 수용한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해공항은 4조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는 반면, 우리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입장에서
작금의 부산지역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김해공항
추가확장 비용을 따내기 위해 대구공항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발판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틈타 지역갈등을 조장해서, 또 다시 대구의 발목잡는 어처구니없는
경거망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 다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통합신공항을 방해하는 언동을 한다면
우리는 결사의 심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아울러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규모의 제한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떳떳이 밝히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예정대로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24.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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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한민족!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한민족의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지방이 국가의 중심에 서본 적이 있었던가? 항상 국가의 중심은 서울이었다, 지방은
단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방은 자신의 운명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속기관에 불과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2할자치’란 오명속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52.5%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로 인해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임에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진 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으며,‘지방의 자기결정권’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손발이 묶여 발버둥칠 재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최고의 자산이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절박한 국가 의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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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가면 쓴 중앙집권’과 진배
없으며,‘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린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구는 지방분권을 최초로 주장한‘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져놓고 어려울 때마다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 시대를 앞장서며‘선구자의
역할’을 다해왔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준엄한‘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오늘날 안팍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혼연일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하나,‘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확보없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이들을‘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해‘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과 지방민의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지방분권은 지방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지방 4대협의체’의 참여없는 분권개헌 논의를 지양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해‘중앙과 지방간의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2017. 3.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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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중앙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규모로
조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해야할
중앙정부가 정치권 눈치보기에 나서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항공정책에
대한 무원칙한 접근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작년 6월 21일, 영남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으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그 대안으로 김해공항의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열악한 산업여건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려는 우리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피땀어린 노력을 완전히 무시당한 처참한 결과였다.
그러나, 관문공항은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과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기반시설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실감하며, 피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힘겹게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확장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비용을
당초 예산보다 무려 1조 8천억을 증가시킨 6조원을 책정해 발표하면서도 통합이전하는
대구신공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용용량이나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동등한 위계인 거점공항으로 구분하고,
동남권의 항공수요를 분산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항공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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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은 이용객이 올해 300만을 돌파하여, 곧 375만이라는 수용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사업을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역갈등만 야기시키며, 시간끌기만 하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결국 사업을 백지화해버렸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또 다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지방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방과 항공이라는
중요한 국정을 원칙도 없이 고무줄 늘이듯 마음대로 수정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정문란행위이자 우리 대구·경북지역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안보사업이자, 기반시설사업임을 각인하여,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고,‘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이전절차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K-2군공항과 통합으로 이전되는 대구신공항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내륙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항공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대구신공항의 성공여부는 대구·경북과 경남내륙의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의 충분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아울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대구·경북지역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차기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선거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천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7. 4. 19.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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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현황

■총괄
• 질문의원수 : 19명
• 질문 건수 : 27건

■분야별 질문현황

회기별 질문 건수
구분
계

계

27

일반행정

1

문화체육

1

교육

2

산업·경제

4

환경·보건

6

사회·복지

1

교통

6

도시계획

3

건설주택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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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44회 제245회 제246회 제247회 제248회 제249회 제250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3

3

4

9

1

1

4

1
1

1
1
1

2

1

3

1
1

2

1

1
2

1

2

1

1
1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최재훈
의원

□소규모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하
여

ㅣ제243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학교 이전 및 통·폐합은 사전에 충분한 논
의 및 대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ㆍ소규모 학교 이전, 통·폐합에 대한 정당성 - 학교 이전 및 통합 추진 시 대구 전체 현황 분석
을 회복하고, 갈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 학생수 추이 및 인근학교 여건 분석, 기관
대구교육청의 대책은?
간의 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이전 및 통합의 필
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회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음
- 향후 학부모와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 널리 안내 하고 홍보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
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더 넓게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가겠음

최광교
의원

□팔공1번 노선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ㆍ칠성시장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 도모, 시장 - 팔공1번은 5대가 칠성시장에서 평광동(17회),
활성화 기여를 위해 팔공1번 노선의 운행경
신무동(7회), 동화집단시설지구(9회), 능성동(7
로 변경
회) 방면으로 운행하는 오지노선임. 운행경로
변경시 운행시간(10분)증가로 운행횟수(1회)
감소, 이용시간 변경으로 오지지역 주민 불편
발생으로 우회운행이 어려이 있음. 북구청 칠성
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보행자전용구역 지정
및 야시장 운영시 노선변경 등 적극 협조해 나
가겠음.
- 앞으로 칠성시장 활성화와 주민 이용편익을 위해
이용수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추가 투입 방안 적극 검토하겠음.
ㆍ갓바위 이용객 편의제고와 관광자원의 효율 - 현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에는 간선노선 401번
적 이용을 위해 팔공1번 노선을 연장해
26대가 9.6분 간격 운행, 경산 선본사는 경산
버스 803번 10대가 25분 간격 운행중임. 대
경산 선본사와 갓바위 집단시설지구간 연계
구·경산간 갓바위 연계노선은 갓바위 집단시
노선 구축
설지구 상인들의 상권 위축 우려와 낮은 수요로
인한 재정지원 발생으로 시행이 어려움.
- 앞으로 레저문화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
구광역권 교통개발 차원에서 경산시와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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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ㅣ제243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오지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관광자원 이용 - 팔공1번은 2006년 평광동과 신무동, 동화사시
활성화를 위해 팔공1번 버스 증차로 운행횟
설집단지구, 능성동 주민들을 위해 오지지역의
수 증가와 운행시간 단축
운행횟수를 확대하여 신설한 오지노선임. 팔공
1번 기존 이용수요(일 250명 정도)와 방면별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관광객 이용이 낮아
다른 노선에서 운행대수를 줄여 증차운행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도 버스이용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해 오지노선의 증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음.

김창은
의원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실현가
능한 대책 마련 촉구
ㆍ영남권신공항 무산에 따른 반성과 자기성찰 - 국가관문공항을 염원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
을 받들지 못한점 송구, 부산의 도를 넘은 행태에
필요
맞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지키며 인내한
것은 또다시 신공항이 무산되지 않기 위한 불가
피한 선택, 최소한 이번에 지역에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고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확인한 성과
도 거둠. 지금부터는 대구·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시·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임.
ㆍ정부용역의 하자를 근거로 수용불가 표명과 - 지난 10여년간 김해공항 확장이 수차례 불가능
법적대응을 취할 의향은?
하다고 했던 정부가 최적대안으로 발표함에 따
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짐. 김해공항 확장
안이 영남권의 항공수요의 수용이 가능하고 관
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지 국회 용
역검증단과 공동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철저한 검증을 거친뒤,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
견을 수렴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임.
ㆍ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실현가능 - 대통령께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7.11) 이후
한 대책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대구공항 통합
이전 T/F」가 활동을 시작함(7.14). 시는 접근
성과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것, 통합이전으로 인한 이전사업비 증가분은 정
부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부지 선정 등 이전절차를 신
속히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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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최인철
의원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ㅣ제244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 이전 후보지 4개소에 대한 주민들간 유치 찬성과
손실에 대해
반대 집회, 항의 방문, 종사자간 이전과 재건
- 주민 갈등, 비용 증가, 신뢰상실
축, 거래제도 개선 건의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
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방안 마련 강구. 유통
종사자간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변화에 대한 심
사숙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함. 유통종사자의 일치된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나 의견이 나누어진 상황
에서 추진이 어려우므로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일치된 의견을 도출 할 계획임.
ㆍ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용역에 관하여
- 도매시장 용역은 (사)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
- 용역기간 지연, 업체선정, 제3안 검토이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움으로 계약하
여 2015. 1. 2일부터 2015. 8. 14일까지 수행
하였고, 최종보고회를 2015년 중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2016.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혼란 유발과 도매시장 유통종사
자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총선 이후로 용역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이 옳
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가 끝난 금년 6월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된 것임. 업체선정은 '용역 수행을
위한 협상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통종
사자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
져 재공고에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만 단독 참
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용역 중간보고
서 결과 이전후보지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전
후보지별 각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최적의 이
전지 선정이 어렵고 후적지 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재건축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 상권 유지 및 민
원 최소화를 위해 현도매시장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확장 재건축 방안도 검토하게 되었음
ㆍ도매시장 이전을 할 것인지 확장 재건축을 - 지난 6월 발표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시 도매
할 것인지 사업 방법 결정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전 또는 확장 재건축
어느 경우도 가능하나, 국비지원을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종사자간의 합의된 의견이
중요함, 국비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유통종사자간 합의된 의견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종사자간 의견을 수
렴하여 시설현대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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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최길영
의원

質問要旨

ㅣ제244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하여
ㆍ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은?
-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간부공무원 동원 특별점검
-지속된 폭염 속 식중독 발생 예견으로 사
실시
전철저 대비
ㆍ연이은 식중독 발생 학교 관리는?
-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에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
-작년 식중독 발생학교에 대해 주의 처분
검 및 식단구성 관리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
및 특별교육 실시를 했으나 올해 또 발생
제공
ㆍ식중독 발생 학교 사후조치 및 대책

-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
로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으로 조치

ㆍ조리실 등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 급식실이 설치된 417개 학교 중 2016년까지
-독립적인 급식실 부족으로 교실급식을 하
70%인 292개교에 대하여 급식실 현대화 완료,
거나 교실 병행 급식 실시
남아있는 125개교 중 이전·통합 등에 따른 현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곳이 많
대화 제외 3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95개 학
아 비위생적인 급식 우려
교는 개선이 시급함에도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
적으로 추진. 식당 부족으로 교실급식 또는 교
실병행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15개교에 대해
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 등이 생길
경우 식당 설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될 경우
지하에 있는 급식실 이전을 위하여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개교 총 3개교에 15억원, 급식실 현
대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2교, 중학교 6교, 고등
학교 1개교 총 9개교에 71억원의 예산 편성 예정
ㆍ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 - 지난 7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학교급식만족
도인지?
도 조사 결과 초등학교 96.9%, 중학교 91.4%,
고등학교 87.1%로 평균 91.8%의 만족도를 보
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ㆍ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 학교별 매주 1회 이상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
방안은?
적정량 조리 및 배식 후 학생이 직접 식사량을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조절할 수 있는 ‘배식 조절대’ 설치, 음식물쓰
줄이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람
레기 줄이기 및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2015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
량을 2014년 26.6kg에서 24.2kg으로 약 9%
인 2.4kg을 감량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인당
3,987원에서 3,725원으로 6.6%인 262원이 줄
어들었음
ㆍ학교급식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 2009년부터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 식단 사진
을 매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전년도에 ‘학교
-학교급식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급식 메뉴·레시피북’을 개발 보급, 올해 2학기
증진과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
부터 ‘우리학교 최고 밥상’ 운영, 2017년에 ‘학
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교급식 경연 대회’ 개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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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ㅣ제244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 및 불법행위 근절 -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대책은?
다른 어떤 비리보다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분,
식재료 구매 시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학교급식의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
입찰에 의하여 구매, 전국 최초로 신설학교 급
인 제도 마련 필요
식기구와 각급학교 노후급식기구를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엄격
공동구매하여 설치하겠음.
한 잣대 필요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신문고’ 개설·운
영, 학교 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및
개인위생 교육 강화를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장상수
의원

□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관통도로 조기 개설
관련
ㆍ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관통도로와 같은 - 우리시 동부지역의 남북방향 도로망 확충 차원에
남북방향 도로망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
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파티마
해는?
병원 주차장 및 장례식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
고 기존 주거지 대규모 편입이 필요한 등의 문
제가 있어 현 상황에서는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으로 판담됨
ㆍ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관통도로 건설을 - 파티마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이전은 병원과 인
접한 신암동 지역 전체적인 개발과 연계되어야
위해 파티마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이전에
만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특별히 추
대한 대책은?
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음
ㆍ파티마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이전이 가시 - 파티마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이전이 가시화될
화될 경우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관통도로
경우, 다양한 도로 개설 대안에 대해 교통량,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추진계획과 조기 개설 가능 여부?
계획임. 우리 시에서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을 전면 재편중에 있으며,
※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5.3.19~16.11.20(20개월)
- 범위 : 행정구역 전역(883.5㎢) /
목표연도 2030년
- 용역내용
· 대구PLAN 수립 및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용역수행 / 사업비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9.5억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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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ㅣ제244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동대구역 주변 동대구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 - 고속버스 및 동부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2016년
버스터미널 이전 후적지 등의 개발이 늦어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대구 고속버스터미
지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 후적지의 개발방향
대한 대책은?
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음.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현황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A=8,148㎡(2,465평)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이하)
- 공시지가 : 9,580천원/평당
- 토지소유자 : 한진고속, 중앙고속, 무궁화신탁 외
※ 동부시외버스터미널 현황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A=14,749.3㎡(4,469평)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용적률 800%이하)
- 공시지가 : 4,325천원/평당
- 토지소유자 : 민간(3인)

- 이 사업은 개발주체가 민간사업자이고 용도지역
이 중심·근린상업지역이므로 시가 일방적인
개발방안을 강요할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고층·고밀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터미널 부지가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온 만큼 후적지 개발시 공공의 목적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
발이 되도록 터미널 후적지 개발방향을 정립하
도록 하겠음.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상호 협의하에 토지면적의
10%까지 기부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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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의원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 지진대응 실태 및
도로망 개설 관련

ㅣ제245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지진경보시스템과 지역지진대비시스템을 - 대구시 자체 지진경보시스템은 전국적인 측정망을
독자 구축할 용의는?
갖추어야 가능하므로, 국가 차원의 전국지진관
측망 구성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시 지
진경보 및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겠음.
- 정부의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정비, 노후 지진계
정비와 별도로 우리시 자체 문자발송시스템 구
축, 민방위경보시스템, 대구 안전앱, 지역방송
사 TV자막, 라디오속보 등을 활용한 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일본 도쿄방재를 응용한 우리시 지진발생시 행동
요령 긴급 배포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
재하였으며, 지진대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상황
별 행동매뉴얼 정비와 지진대응종합대책을 금
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ㆍ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2045
29%수준에 불과한데 내진설계비율을 높이
년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토록 계획되
고 내진보강을 위한 방안은?
었으나, 2025년까지 내진보강이 완료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음
- 민간건축물은 기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
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시 중앙부처에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감면을 확대 건의하고 건축물 소
유자에게도 세금 감면과 내진보강 필요성을 홍
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
ㆍ지역문화재의 지진안정성 확보방안은?

-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조 문화재는 기와 부분을
제외하면 내진성능이 있으나, 조적조의 건물은
다소 지진에 취약하므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
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내진보강방법을 강구
하여 보수시 반영하겠음.

ㆍ도시가스시설, 송유관 등 지하매설배관의 안 - 송유관은 내진성능(진도7.5이상)을 확보하고 있
고, 지진통보시스템 및 누유 감지시스템을 통해
전성 확보방안은?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천연가스 주배관은 내진
설계 특등급(규모6.5)으로 강진에 대비하였고,
지역통제소 및 중앙통제소에서 24시간 가스누
출현황 감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은 내진
1등급(진도5.5~5.9)으로 매설되었으며,
15km마다 상시 순찰하고, 17개 구역의 긴급자
동차단장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규모6.5이
상 내진설계기준 강화를 중앙정부에 법적 뒷받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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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5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유천IC개통에 따른 도로망 구축 관련하여 조 - 2017년 상반기에 개통될 유천IC와 조암네거리에
암네거리~차량기지간 도로 등 월배지역 내
서 차량기지간 도로 등 월배지구內 도로망 구
도로망 조기구축과 상화로 입체화도로 조기
축 관련해서 월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 우리
건설
시가 직접 개설해야 할 도로는 7개 노선(9개소)
에 연장 6.1km로 총 2,381억원의 사업비가 소
요됨. 지금까지 약 478억원(20%)을 투입하여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간 도로(L=128m) 1개
소를 16.2월 우선 개통하였고, 현재는 조암네
거리~차량기지간 도로 등 5개소(L=2,966m
중 470m 개통)의 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월배지역 내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우
리시에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선6기 출범 이후 매
년 우리시 전체 도로건설 예산의 약 20%에 달
하는 많은 부분을 월배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조암네거리~차량기지 간 도로에 대해서
는‘17년 상반기 유천IC 개통에 따라 개설이
가장 시급한 도로이므로, 올해까지 총사업비
412억원 중 138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760m
중 1단계(조암네거리~대천자원) 108m 구간
을 연말까지 우선 개통하고, 현재 보상 진행중
인 2단계(대천자원~아이파크2차) 200m 구간
과 내년도부터 보상 예정인 3단계(아이파크2
차~차량기지) 452m 구간도‘18년까지는 전
구간 개통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음.
ㆍ학교 시설의 내진설계 및 보강계획은?

- 총 보유동수 1,823동 중 내진 대상 건축물 1,137
동으로 359동(31.6%) 내진설계 적용됨.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수립('16년~'20
년)시 23동에 133억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이며,
잔여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보강 및 개축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ㆍ학생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대처 - 학생들의 지진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진발생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후 기숙사 운영학교(45), 야간자율학습 고등학
교(75), 수련기관(3)과 모든 학교가 지진 계기
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음. 앞으로 지속적
으로 지진 대피훈련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
는 맞춤형 지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겠음. 또
한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체험차량을 제작
(2017년 9월까지)하고 안전체험시설을 건립
(2018년 9월까지)할 예정임.

배지숙
의원

□제2대구의료원 설립 및 청소년의료센터 설치
제안
ㆍ대구의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균형있는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구지역에 제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중심에서 공공보건
2대구의료원 설립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
관 건립보다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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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5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관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음. 우리시는 공공보
건의료기관(8개)과 3개 민간병원(공공전문 진료
센터)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기능
을 수행하고 있음. 「대구광역시공공보건의료
기관협의체」를 구성('15. 4월)·운영하여 기관
간 정보 교환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필요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공
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 해 나가겠음. 2의료원
설립은 현재 대구의료원 기능을 내실화 하고 민
간의료시설 및 대학병원과 연계강화 하는 등 조
치 후 의료취약계층 치료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후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음.

ㆍ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서비스 -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
지원 및 공공의료사업 확대·강화로 청소년
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문제해결
들의 병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을 위해 광역정신센터에서 4대 중독 프로그램을
운영함.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있는‘청소년전문의료센터’설립
위기 청소년 구호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5년 시, 구·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
치하였고, 금년에 구·군에 청소년상담센터 설
치 운영 함. 청소년 및 가족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립영남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하여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에 따른 병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대구의
료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역전
문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신체적·정신적 문제 해결
ㆍ지역의 5개 대형병원과 대구의료원에 내진 - 현재 5개의 대형병원과 대구의료원의 의료시설
설계 및 재난대비 의료지원 매뉴얼 마련
건물 27개동 중 내진설계된 17개동 제외하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10개동으로 파악 됨.
대구의료원의 내진보강이 되지 않는 본관건물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고, 민간의
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대책권고
하겠음.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응급의
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의해 시·도단위 재난의
료지원팀(DMAT)이 편성되어 있고 대형재난 발
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사상자에 대한응급의료
지원 활동함.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유
독물 유출 등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고 지진상황
에 대한 훈련 미흡함. 앞으로는 재난대비 교육
과 훈련을 강화하고 협의체 구성 등 지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하게음.

최길영
의원

□도시철도 PSD(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의 부실
발생 관련
ㆍ대구시 감사결과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추진 - 당초 공사에서는『스크린도어 제작설치』를 건
과정의 정당성 허위보고 경위 해명 및 공사
설공사로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인한
계약 추진, 하도급관리에 대한 조치결과, 재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덤핑낙찰, 품질저하,
발방지 대책
부실시공 등의 우려로 동종기관의 사례를 벤치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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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하여 물품제작·설치로 발주하였으나,
'16.2월 대구시 PSD사업 특별감사결과“스크
린도어 설치를「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
라 현재는 건설산업기본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로 관리하고, 계약자가“PSD 제
작설치를 직접 시행”,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 PSD 제작설치 직접 시행』 및
『대구도시철도 PSD 제작설치 관계법규 준수 요
청』 공문 통보(`16. 4. 15)
- 또한, 관련 임직원 4명을 해임 등 신분상 징계
조치 함.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 및 물품구
매 발주 시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
하고, 업무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공사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덤핑낙찰,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의 우려로 사업추진 시,
市 계약심의위원회 심의(’15.3.17), 조달청 낙
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2단계 경쟁입찰) 변
경검토(’15.5.29) 및 시(회계과)와 계약방법 변
경협의(’15.5.29)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도
급 관리 등 공사관리 감독에 소홀하였음. 이후
공사·공단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업무연찬 등
을 통해 교육하고, 市 계약심의위원회 및 감사
실의 심의·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ㆍ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부실 발생 경위, 공사 -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시, 수직빔을 고정하는
관리 투입 인원 및 감독의 주요업무 설명
앙카볼트는 HILTI 社 앙카볼트만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나, 2호선 시공업체인 현대로템(주)
에서 공사의 승인없이 미승인 제품인 대양금속
(주) 앙카볼트 4,429개(85%)를 사용한 것이며,
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해 승인품 여부를 확인
하였어야 하나, 잡자재인 앙카볼트는 시공사에
서 당연히 승인품을 사용하리라 믿고 감독을 소
홀히 하여 부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련자를
중징계 예정임. 공사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조
치로 천장부 플레이트 792개소 앙카볼트
3,168개를 전면 재시공하였으며(9.6 ~ 10.7),
재시공방법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수 플레이
트를 덧대고, 기존 앙카볼트 이외에 4개의 승
인품 앙카볼트를 추가 시공하였음.
- 특히, 1~2개 역에서가 아니라 설치장소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관리 감독 체
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
사관리 방식과 투입된 인원수 등 공사 관리전반
에 대해 설명바라며, 현재는 15역 내지 20개역
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감독 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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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명이었기 때문에 2개 역당 1명씩 감독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감독이 다소 소홀하였음. 앞
으로는 공사감독 5명 증원하여 1역 1인 공사감
독을 시행하고, 시공사인 현대로템은 책임시공
을 위해 임원(본부장)을 현장에 상주시켜 스크
린도어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
부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검증위원회(’16.9.21,
7명)에서, 공사과정에서 앙카볼트 인발시험, 도
장두께 측정 등 안전성 공개검증을 시행하고,
부실자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2단계 품질
검사(생산단계 - 시공사, 설치단계- 공사감독)
를 시행할 예정임. 공사감독은 전자(8명), 기계
(2명), 전기(1명), 통신(1명) 직원이며, PSD사
업 이전에는 해당분야에서 약 20년 정도 업무
를 수행함.

ㆍ부실시공 발생이 감리 미시행에 있다는 부분 -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의 감리시행 여부에 대한 검
토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의무대상
에 대해 감리시행 검토 필요
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96호)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의거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가 57점으로 감
독 권행대행 건설산업관리(통상 “감리” 호칭)
미적용 대상으로 검토됨.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 65점 이상부터
감독 권한대행 건설산업관리가 가능하며, 80점 이
상이어야 의무대상 임.
- 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외주용역관리에서 공사 직영으로 유지관리체제
를 전환할 계획이며, 직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설치공사 때 기술노하우 축적과 업무능력
배양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감리발주 행정소요 기간이
120일 정도 소요되어, `’17. 2월경에나 감리 착
수가 가능하므로, ’17. 5월 중순 완료 예정인
2회차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2
회차 : ’16. 6. 28 ~ ’17. 6. 15). 2차분 공사
는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감리 미시행
에 대한 대책으로 “학계, PSD 제작사 등 전문
가 기술자문” 과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안
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ㆍ향후 공정관리 방안 설명 및 전문성 확보를 - 스크린도어 공사감독 보강
위한 조직개편, 인력보강 등의 계획 설명
* 공사감독 「2역당 1명 → 1역당 1명」으로 보강
(’16.11월)
현대로템(주)
책임시공을 위한 임원(본부장) 현장
*
상주
* 공사감독 및 시공사 직원에 대해 품질 및 안전
관리 교육강화
- 생산단계(시공사), 설치단계(공사감독) 2단계
품질검사로 부실시공 차단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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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공사감독 각각 특성에 맞는 체크시트에
의한 검사시행
- “학계, PSD제작사 등 전문가 기술자문”및 정
기적으로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은 수직빔을 설치하는 ’16.12월부터 월2
회 시행
- 안전성 공개검증
* 안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7명정도) : '16.9.21
* 공사 PSD단장, 안실련 추천전문가(2), 구조기술사
(2), 현장대리인(2)
* 앙카볼트 인발시험, 도장두께 측정시험 공개 :
한국품질연구원, 안실련, TBC 등
- 2016년 10월 4일자로 PSD 설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존 한시조직인“PSD TFT”를
사업총괄 권한 독립기구인“PSD 사업본부”로
조직을 강화하였음. PSD 사업본부는 총괄책임
자(기술본부장), 지원단장, 기술단장으로 구성
기존 1단 3담당에서 1본부 2단 3담당 체계로
지원업무와 공사업무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는 7~9명 공사감독으로 1
인당 2개역씩 공사감독을 실시하였으나, 2차
공사시에는 공사감독 5명을 충원하여, 공사감
독을 역당 1명씩 고정배치함으로써 품질확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재구
의원

□도시정비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 대책 관련

-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구도심 낙후지역 등
을 중심으로 한 157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현재, 준공 33개구역, 착공 8, 사
업시행 인가 23, 조합설립단계 42개구역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ㆍ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 - 우리시는 2012.2.1일자 도정법령 개정에 따라
어 일몰제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제 점검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비구
추진방안은?
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34개소에 대하여 주
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년 12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며, 앞
으로도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
편 초래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을 적용하여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음.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일몰제가 적
용되지 않는 2012.2.1일자 개정법률 이전의 기
존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가 있는 정비(예
정)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를 조속히 정비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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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동의 해제방식의 법적 유효기간 만료 이 - 민법의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 정비사업의 주민갈등 및 분쟁에 따른 출
결의권이 있는 주민 3/4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구전략 마련 촉구와 해제된 추진위·조합
수 있는 반면에 주민동의방식으로는 해산이 불
의 매몰비용 보조 의향은?
가능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비예정구
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추진위원회 구
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제동의
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정비구
역등 해제에 따라 추진위·조합의 해산 시 공공
의 매몰비용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는 우리시도 공감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업추
진 및 조합의 도덕성 해이와 같은 부작용등의
우려가 있으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
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매몰비용의 지원에 어려
움이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여건 및 정비기금의 확보 상황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음.
ㆍ정비사업의‘공공지원제’도입 여부?

-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전
문성 부족과 업체결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인 구청장·군수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위한 제도로서, 정비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에 공공이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 및 대시
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
극 공감함.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관련 업체
결탁 및 비리차단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공공
지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의 과
다한 개입 및 자금 지원규모 불만 등으로 일부
조합에서는 공공지원제 시행을 기피하는 실정
이며,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조례만 정비하였을뿐 실질적인 공공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비용지원(융자
포함) 내용이 없어 업체결탁 등의 비리차단 등
원칙적인 공공지원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공공지원제’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
해서는 사업비 지원 및 공적자금 융자가 절대적
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시의 경우 절
대 부족한 정기기금 등 재정여건과 공공지원제
시행을 위한 인력조직(시·군·구) 확대 등 어
려움을 감안할 때 제도시행에는 현실적인 어려
움이 있으며, 향후 제도시행의 실효성 등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여건 개선이 이루어
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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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 - 우리시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민원해
해서 ‘클린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
소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
견에 대해 답변
치단체가 추정분담금 자료를 추진위원회에 제
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중에 있으며, 현
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
출시스템을 연구·구축 중에 있는 등 내년 상반
기 시범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합의 투명
한 사업운영 및 시민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적
극적인 행정지원 노력을 하겠음.
ㆍ정비사업 현장의 갈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2 및「대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용과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6조의2에
역할의 필요성 및 갈등분쟁 발생 예방 방안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은?
조정을 위하여 각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정비사업의 특
성상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수많은 토지등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할 뿐만아
니라 토지 보상관련 분쟁 등은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구속력도 없어
위원회의 역할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갈등의 예방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2011년부터 연중 2~3회,
6~8주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전문
가 초정강의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감
정평가, 부동산세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이
해와 추진주체의 전문성 함양 고취 등 정비사업
으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
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ㆍ해제된 정비구역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가로 - 정비사업이 구도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시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거나 빈집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1960년대부터 정비기반시설을
사업 등 지역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의
확충하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축을 담당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
변
오고 있으나, 신도심 개발 등 도시확산에 따라 구
도심에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및 노후된 건축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신시가지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기성 구도심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 활력증진사업을 적극 추진
해 오는 한편, 구도심에서 증가하는 공·폐가 등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주변환경정비 및 주민편익 제
공을 위하여 ‘빈집정비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정비구역 해
제 이후에도 더욱 낙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지역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전환 및 행정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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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의원

□폐기물소각시설 건립과 하수슬러지 고화토
문제

ㅣ제246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ㆍ성서소각시설 개체사업 추진시기와 추진방 - 성서소각시설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1호
법은?
기 2016년까지 사용 후 대보수 (2012.11월 시행),
2·3호기 2020년까지 사용 후 대보수 (2016.
1월 시행), 1993. 1월 설치한 1호기 노후로
2016. 8월 가동 중지, 성서 2·3호기(1998년
설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시기 도래. 금년
내 사업 방침 수립, 행정 절차기간 2∼3년 소요
되며, 공사는 2019년 하반기 착공, 2022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ㆍ폐기물소각시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 최근 정부 민간투자사업 권장(전국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시설 18개 사업 중 14개 민자사업 시행), 우리시
대한 견해는?
민간투자 성공사례 (SRF시설, 매립가스자원화,
달성산단 폐수 재이용), 2016. 11월에 모기업에
서 소각시설 교체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 다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최선인지는 시 재정여건, 장래
수지분석, 장·단점 등 종합 분석 결정 예정
ㆍ고화토가 복토재 기능을 상실하여 전용매립 - 당초 연료화나 소각으로 하지 않고 건조고화로
되고 있고 유해물질 기준 초과 대책은?
정책을 결정한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임. 고화토
를 복토제로 사용한 결과 겔화, 사면안정성, 악취
문제로 불가피하게 2014. 7월부터 전용매립 중
이며, 유해물질도 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였
으며, 유입하수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됨.
ㆍ불법 매립된 고화토 63만톤에 대한 대책과 - 매립된 고화토는 63만톤(일반매립 42만, 전용매
립 21만)이며, 2차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침출
엄정한 조사
수, 악취 방지대책 추진. 내년부터는 매립장에
고화토를 반입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건조고화에서 건조연료화로 정책변경(연료화
개체사업 추진)
ㆍ내년부터 슬러지 민간위탁으로 소요되는 - 감사원 중재결정에 따라 시공사에서 슬러지와 고
연간 170억원과 그간 고화토 매립장 반입
화토 감량을 위하여필터프레스 탈수기 13대 설
에 따른 손해비용 343억원은 시공업체 징구
치(2017. 5완료)를 추진하고 있음. 필터프레스
탈수기 설치가 완료되면 서부 건조고화시설이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고화토 매립비, 슬러지 위
탁처리비, 운영비 등 초과비용에 대하여 국가공
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우리시 손해 비용을
산정, 시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계획임.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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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정책방향

이재화
의원

ㅣ제246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잘못된 건조고화 정책은
폐기하고, 건조 연료화로 정책을 전환하겠음.
건조에너지화 시설 개체는 현재 건조고화 시설
의 건물과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내년초부
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음.
* 건조연료화 사업계획(안)
- 기간/사업비/방식 : 2017 ~ 2019/ 370억원/ 민
간투자 사업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서구발전구상과 염
색산단 악취대책 및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문제
ㆍ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서구 발전구상은? - 서구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서대구 KTX역사 완공과
광역철도망 개통에 맞춰 대구의 관문 위상에 맞
는 계발계획을 세우고, 서대구산단 재생·혁신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지식산업센터 및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며 염색산단 재생사업으
로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
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ㆍ심각한 건강문제의 우려가 있는 염색산단 악 - 그동안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취물질 관리대책은?
저감 대책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소 악취감
지 시스템 구축, 악취자율저감 목표제 시행하
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도심산단의 악취·유해
물질 실태조사와 저감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실
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소화될 수 있는 방
안 도출하겠음. 염색산단 주변의 대기오염과 악
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대상에 선정된 염색산단 재생사업에
2016년부터 총1,898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쯤에는 친환경공단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임.
ㆍ2011년 이후 미가동되고 있는 타워형 태양 - 지금까지 기술국산화/수출산업화 목적, 국가전략
열 발전소의 향후 조치계획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운영
기술/반사경제작기술/제어기술 등 핵심기술 보
유하고 있고, 나노씨엠에스는 스페인에 반사판
판매 현지법인 설립, 수출협의. 지역의 포스텍
은 반사경 제어기술 획득, 태양 추적식시스템
확장하였음. DIC는 태양열 냉방시스템을 ‘17
년 사우디에 실증, 현지 수출 예정임.
- 태양열발전소에는 시설물활용 2건의 과제 진행
(’17.12까지), 2건의 신규과제를 기획중이고,
솔라시티 이미지제고/고가시설물 효율적 활용/
관련업체 Test-Bed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너
지정책 부합/대구의 청정에너지산업육성/참여
기업 역량강화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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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6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 태양열발전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으로 추진과제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동일사업임, 본래목적과 부합하는 연구사업이
며, 지역기업 참여과제는 솔라시티 조례에 의거
과제기간동안 지원 계획임.

조홍철
의원

□성서지역 악취대책과 매립장 간접영향권지
정 및 갓바위케이블카 설치
ㆍ매립장 악취발생 원인조사 추진사항과 도출 - 매립장 악취저감방안 수립용역을 '16.3 ~ '17.
된 원인은?
3월까지 추진중이며, 악취발생 원인은 1990년
부터 장기간 매립장 사용으로 매립장 제1구간
매립고 상승으로 악취 확산량이 이전보다 많아
짐. 생활폐기물 보다 악취발생이 심한 하수슬러
지 고화토 반입과 매립장내 침출수 저류조 탈취
시설 성능 저하가 원인
ㆍ악취저감을 위한 대구시의 개선대책은?

- 매립장 제1구간 사용종료('18.2월) 시점까지 복토
강화 및 탈취제 살포,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반입전 수분제거조치, '17년부터 하수처리슬러
지 고화토 반입 및 매립중단, 고화토 매립구역
에 대한 최종복토와 가스포집공 21개소 추가
설치 및 하절기 매립가스 소각량 증가, 매립장
악취저감방안 수립용역에서 제시된 탈취시설과
방지시설 보강하겠음.

ㆍ달서구 성서지역 이곡동, 용산동의 간접영향 - 간접영향권 재설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권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결과 주변지역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하나 주
민의 체감하는 악취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임.
금번 환경상 영향조사로 간접영향권을 설정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간접영향권에 포함
되지 않은 지역의 악취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
하여주민여론 수합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재설정 추진
ㆍ갓바위케이블카를 불교성지에 가보기를 갈 - 케이블카 설치시 고려사항을 보면 첫째, 케이블
망하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 들을 위한 이동
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당위성이 있어
수단으로 보아야 하며, 갓바위를 불교관광
야 하고 둘째, 갓바위 현지여건이 케이블카 설
지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접할수
치 입지조건이 되어야 하며 셋째, 대다수 시민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탐방객분산으로 자연
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보호 측면도 있음. 지역발전 기여 및 성지순 - 지금까지 주요경과로는 보행약자를 위한 참배기
례지로 하기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시
회 제공 및 불교문화 관광지로 지역발전에 기여
에서 적극 추진 필요 있음
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자연경관 훼손, 안전
문제, 기도도량을 훼손한다는 반대의견 있음.
‘82.7월 팔공산공원계획시 계획’, 91.8월 공원
계획에서 폐지(탐방객 과다, 가용면적협소, 자
연훼손 등 여론), ‘13.6월 민간사업자(안)에 대
해 문화재위원회에서 갓바위 반경500m내 설치
불가 판정’, 16.5월 민간사업자의 노적봉 노선
(안)은 환경훼손과 안전문제, 승강장~갓바위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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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6회 정례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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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까지 급경사바위 능선, 갓바위 관리주체
인 선본사 등 불교계의 반대 등으로 수용불가
결론함. 최근 약2km에 이르는 갓바위 돌계단과
휴식터를 정비한 바와 같이 갓바위를 찾는 참배
객과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 지속추진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팔공산자연공원계획 타당성검토 용
역”에서 갓바위지구 활성화방안과 함께 갓바
위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추진하겠음.

김의식
의원

□산업단지 개발 적정화와 활성화 방안 촉구
ㆍ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 산 -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
업단지 과잉공급 우려에 대한 견해 및 개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수요 및 기업유치
완급 조절 방안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수요를 감안한 도시첨단산업단지,
특화단지 중심으로 개발
ㆍ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방향?

-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은 산업, 문화, 예술,
레저, 소비,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의 대구휴노믹
시티로 조성

ㆍ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 노력과 향후 전략, - ㈜KB와이퍼시스템 등 우량 역외기업 33개사를
기존산단 지원 대책 및 지역기업의 신규투자
유치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물 등 미래형 신성장
·증설 지원책은?
동력산업 중심으로 유치활동 전개하고 있고, 토
지임대료 감면, 투자자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겠음. 기존산단에는 노후산업
단지의 창조적 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토록 추진하겠으며,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지원 등의 시책 추진중임

이귀화
의원

□성서공동묘지 이전계획 수립 및 장기공원
개발
ㆍ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장기공원의 - 우리시 도시공원은 781개소이며, 그 중 시에서
개발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관리하는 공원은 168개소임(근린공원 161, 체
육공원 7).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는
총45개소로 개발비용은 약 1조8천억원정도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약 1,000억 정도를 투입하여(연간
250억) 공원내 도로, 주차장, 광장, 산책로 등
공원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 장기공원은 2017년까지 34억을 투입하여『웃는
얼굴아트센터』북편 주차장 조성완료하고,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2020년까지 약 100억을 투
입하여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등 시급한 공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민선6기에는 공원사업
비를 2014년 대비 약 3배정도 늘였지만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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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6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워낙 많아 어느 한 곳에 집중투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장기공원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
나, 시 재정여건으로 무작정 공원개발에만 예산
을 투입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길 바람.

ㆍ공동묘지로 인해 막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 1937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장동
제기되고 있는 성서공동묘지에 대해 조속히
·장기공원 내 공설 성서공동묘지(달서구 장동
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산28번지 외 10필지, 144,724㎡)는 3,250기
(유연 1,737기, 무연 1,513기)의 분묘가 있으
며 우리시에서 1974년부터 (재)현대공원에 위
탁·관리하고 있음. 성서공동묘지 이장은 현행
법상 2001. 1. 12이전에 조성된 분묘로 영구적
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장은 어려운 실정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부칙 <제8489호,
‘07.5.25> 제2조
따라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각종개발계획과 연
계하여 단계적으로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
가겠음.
<이장을 위한 보상예상금액> 78억
유연고묘지 : 1,737기 × 3.6백만원 = 63억
무연고묘지 : 1,513기 × 1백만원 = 15억

신원섭
의원

□대구 의료관광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ㆍ대구의료관광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 필요, -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네트워킹과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중 대구주둔 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수용기반을 구축
군의 전략적 활용방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미군의 지역병원 이용을 늘이기 위해서 미군 보험
적용 병원확대, 미군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팸
투어 실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실시하고 통
역, 셔틀버스 등 진료편의 제공, 부대내 홍보 부
스 설치운영 추진하겠음.
ㆍ메디시티 대구 홈페이지 개선과 의료관광 -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비지트메디컬코리아”홈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공항 정기노선 확대
페이지에 지역 병원이 보다 많이 등록될 수 있
도록 문화부와 협의하겠음. 홈페이지에 진료비
용 공개는 지역병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
음. 왕홍을 활용하여 뷰티, 의료 중심으로 효과
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외국 항공사와 적
극 협의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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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로 입체화 도로망 조기 구축 관련

-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달서구 등 대구 서남부 지
역의 교통난 해소와 4차 순환선 도로의 연속성
ㆍ4차 순환도로가 완공되는 2020년까지 상화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조기건설의
로의 고가도로가 조기 건설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상화로 3.9km 전구간을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입체화하는 데는 2,4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추
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시에
서는 사업비의 50%(2,425억원 중 1,258억원)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16.
4월 국토부의『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진행중이
며, 금년중 예타 대상사업 최종 선정후 내년 상
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는 차
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상화로 입체화사업 현황>
-위치 : 달서구 도원동(월곡네거리)~유천동
(유천네거리)
-규모 : 고가차도신설 L=3.9km, B=20m
-사업비 : 2,425억원(국비1,258,시비 1,167)
-사업기간 : 2017~2020년
-추진상황 :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절차
진행 중
ㆍ상화로 입체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다음은 상화로 전체 입체화 여부와 입체화 시 기
존 도로의 교통량, 테크노폴리스로와의 연결방
안과 유천네거리 교통처리 변화에 대해 답변 드
리겠음. 상화로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시행한『상화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용
역』을 통해 전체 또는 부분 입체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고,
<상화로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용역기간 : ’14.10.20 ∼ ’16.8.31
-용 역 비 : 275백만원
-용 역 사 : ㈜동성ENG
ㆍ상화로 구간 전체입체화 건설 여부, 상화로 - 그 중 전체 입체화 방안이 교통개선효과가 가장
입체화 시 하부 6개 교차로의 교통수요, 상
우수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
화로 고가도로와 테크노폴리스로의 연결방
석되었으며, 향후 설계 등 실제 사업추진 과정
안, 상화로 종점구간인 유천네거리 교통처
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
리 방안은?
임. 그리고,『상화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용
역』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업 미시행
시 상화로의 일교통량은 6만8천대 정도이며 사
업시행시 고가차도에 3만9천대 정도, 기존 상
화로는 4만5천대 정도로 주택단지 등의 진·출
입로가 있는 기존 상화로의 일교통량이 34% 감
소해 교통상황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또
한, 테크노폴리스로와의 연결은 대진초교 앞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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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혼잡 완화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
출입램프 설치를 검토할 계획임. 상화로의 입체
화 구간이 유천네거리를 지나 달서대로에 접속
하므로 기존 유천네거리 교통처리는 크게 변경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동희
의원

□동물원이전을 포함한 대구대공원의 조속한
개발
ㆍ지난 1993년 구름골 일대를 대구대공원으 - 대구시에서는 1993년 12월 수성구 삼덕동 일대
로 결정하고, 2000년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
를 대구대공원으로 결정하고, 2001년 1월 공원
립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
조성계획 수립시 구름골에 동물원(A=685,046
고 있음. 우리의회에서는 2008년부터 지금
㎡)을 계획하였음. 2007년부터 동물원 이전을
까지 8차례에 걸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 해오던 중 2010년 3월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으며, 매년 행정사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3
무감사를 통해서도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대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물원 이전을
촉구했음. 시정질문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동물원 이전과 연
은 시재정도 열악하고 민간투자자가 없어
계된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지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물원 이전 방안 마
만, 정작 사업추진은 커녕 이전 적지를 가지
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대표연구기관인
고 지역간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음.
대구경북연구원에 동물원 적정규모와 입지에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모든 요소를 충분히
대한 연구용역(’13. 1~’14. 1)을 의뢰하게 되
검토해 최적의 장소인 대구대공원에 이미
었음. 연구원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
입지선정을 했으므로 더이상 논란이 일어나
어 있는 구름골을 포함하여 대구전역을 대상으
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전 적지를 포
로 후보지를 분석한 후 최적 후보지 3개소(수성
함한 동물원 이전 추진방향은?
구 구름골, 다사 문양리, 하빈 대평리)를 제시
하였음. 동물원 이전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을 감
안 민자유치로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가 불투
명한 상태에서 동물원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
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12월 잠정
적으로 동물원 이전을 연기결정 하게 되었으며,
2016년 11월 현재까지 가시적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실정임.
- 2001년 1월 대구대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사파
리를 갖춘 랜드마크형 동물원으로 구름골 지구
에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변경
은 없음. 동물원이전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성사하지 못한 상태이나
최근 민간공원개발 방식의 사업제안 문의가 있
어 제안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동물원을 포함
한 사업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임.
ㆍ현재 전체 계획부지의 89%가 미개발 상태 - 최근 수성구에서 제안한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한
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 입지한 시설들이
권한위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에 대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구대공원
서는 대구대공원 부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도시
이 개발되면 이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어
공원으로 중복지정 되어 민간공원 특례사업규
복합문화·예술·스포츠·여가기능이 완
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
벽히 어우러지는 대구유일의 명소가 될 것
한법률(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임. 최근 수성구에서 제안한 근린공원조성
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과 관련한 권한위임, 특수목적법인(SPC) 설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립 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구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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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따라야 하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
공원 추진자는 공원관리청과 공동으로 도시공
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발예정(적용대상 :
5만㎡이상 공원) 공원면적의 70%이상을 조성
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제 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중 주택사업은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기업형임대주택사업
(뉴 스테이)이 해당되며, 사업 시행이 가능한자
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정부지분 50%이상기관·해제대상 지역개
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기업형임대사
업자 등이며,
- 이와 관련하여 수성구의 권한위임 부분은 區단
독으로 조성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근린공원의
입안권을 區로 위임하고, 구청장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서,
대구대공원 같이 대형 근린공원은 시민 다수의
휴식과 여가 등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문
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등 거점
주요시설이 배치되는 공간으로, 市에서 도시장
기 발전 구상·광역적 이해관계 및 임대 등 대
규모 서민형아파트 건립·교통대책 등 도시 전
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
·결정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도시공원개발의
특례사업은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市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과 협약체결전 심의를 거쳐야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개발제
한구역 변경에 따른 국토부 협의 등에 따라 절
차상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며, 개발과 관련한 제
안은 민간이나 기관단체 등 모두 가능하며, 區
에서도 공원개발 의향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공
동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구청장에
게 민간개발의 입안권 등을 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대구대공원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의 설립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가능한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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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민간 50%미만,
단, 2017. 12. 31이전 민간 출자비율 2/3미
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대구대
공원 개발을 위하여 수성구에서 민간기업과 특
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市에 개발 제안하면 타
당성, 공익성,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유무를 검토하겠음.
- 앞으로 대구대공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된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은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
규모 개발사업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 어
려움이 있음.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민간공원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
(SPC사업자 포함)의 적정한 제안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간
송미술관 유치, 테마시설 유치 등 다양한 방안
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음.

최길영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
한 엑스코 확장
ㆍ엑스코 확장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은?
ㆍ대불공원부지에 엑스코 확장 시 주민의 의
견 적극 반영

- 성수기 전시공간 부족과 규모가 큰(15,000㎡
이상)국제행사 유치·개최에 애로가 있어 전시
시설 확장이 필요함. 엑스코 주변부지를 매입하
여 확장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
토하였음. 시 재정을 감안한 타당한 방안을 찾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대불공원
부지에 대해 검토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ㆍ엑스코 확장이후 종합발전전략 수립과 도
시철도 조기건설 병행 대구시 대책은?

- 확장 전 실시하는 각종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엑스코의 접근
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철도 노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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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과 순환선 조기 건설 관련

ㅣ제247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환경 중시와 저성장시대에는 양적 확대와 지 - 도시철도는 정시성이 높고 안전하게 대량수송이
나친 외연확장보다는 도심 시가지 활성화
가능한 교통수단이며, 주변 생활환경 등 정주
로 도시공간을 되살리고, 도시기능을 집약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대중
화하는 컴팩트시티를 지향하며, 이를 촉진
교통 수단임
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간적
연계·통합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작동이 확
보된 편리한 대중교통도시를 지향해야 함.
이에 대구시는 도시철도 건 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대구 철도교통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그리고 공간적 공평성과 균형발전
을 고려하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
해 되짚어보며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개
선방안을 촉구함.
ㆍ첫째, 과연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 대구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와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한 실현의지가 있
위하여 기존 1, 2, 3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시
는지?
철도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순환선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하여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도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순환선을 포함한 4개 노선에 대하여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신청 ('16. 6월)
· 1호선 하양연장(안심∼하양):L=8.7km, 정거장3
· 3호선 혁신도시연장(용지∼신서혁신도시)
: L=13.0km, 정거장9
· 엑스코선(궁전맨션삼거리∼이시아폴리스)
:L=12.4km, 정거장13
· 순환선(큰고개∼두류∼현충로∼만촌∼큰고개)
:L=25.8km, 정거장26
-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
업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
요한 실정이며, 국가재정법에 제38조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확
보가 선행되어야 함.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비 300억이상
- 순환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도시철
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국토부 승인을 신청
한 상태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망
구축 계획수립시 타 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여(B/C 0.76) 조기건설이 어려운 것으
로 검토되었음. 하지만, 도시 균형발전 및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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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와 가장 경제적이
고 타당한 도시철도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조기
건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ㆍ둘째, 도시철도 건설은 공간적 공평성과 낙 - 서구지역은 그동안 노후 산업단지 인접으로 인해
후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해 낙후되어 있고 도시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
으로 지역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열망이 큰 것으
로 알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
하여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제3공단, 서대
구 산단에 대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창조적 변화
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자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
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이 완료되면 주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서
구지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됨. 이러한 개발사업
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순환선 등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
스도 점차 확대되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많은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됨.
ㆍ셋째, 대구 도시철도망은 小통합 아닌 大통 -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장래 고속철도 및 대구권 광
합을 지향하고 있는지?
역철도 등 대구 서부지역의 교통중심 및 역세
권 등 주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
역교통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연결이 필요함. 우리 시
에서도 향후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기존 도시철
도 노선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철도망을 개선해 나갈 예정임
ㆍ넷째, 순환선 조기건설을 위해 어떤 시스템 - 노면전차(트램)은 타 경전철 시스템에 비해 건설
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오염물질
으로 하는게 바람직한가?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교통약자의 탑승
과 환승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현재,
국내 운영사례는 없으나 대전, 서울, 수원, 성
남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 관련법(철도안
전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및 규정 개정중
에 있으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 전
반에 대한 재정비, 차로수 축소로 인한 차량통
행의 불편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합의 등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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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의원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의 실태와 개선방안

ㅣ제248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버스정류장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전체정류소 3,044개소 중
실태와 개선방안은?
1,254개소(41%)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으
며, 매년 3~4%정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구·
군과 협의하여 인도블럭 개체공사 시 같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시내버스 정류소
점자 안내표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선안내도
의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나, 정류소명
칭과 노선번호를 알 수 있는「점자안내표지」
는 별도로 제작 부착방안 검토하겠음. 버스진행
안내방송 설치 부분은 전체정류소 3,044개소
중 1,002개소(33%)에 설치 운영 중이며 2020
년까지 1,250개소(41%)의 정류소에 설치할 계
획임.
ㆍ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의 문제점
및 증차계획은?

- 2016년말 현재 전체 시내버스 1,521대 중 저상
버스는 409대(27%)임. 정류소 인근 불법주정차
등으로 장애인 탑승은 미미한 상황이며 고령자,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음. ’18년까지 전체1,521대중 409대 (27%)
→761대(50%) 도입 추진하겠음.
* 2017년 109대(104억원), 2018년 243대
(224억원)
- 저상버스 보급 및 이용노선 확대와 더불어 버스
정류소 주변 편의시설 확충 및 운수종사자 운행
지도 교육 강화하겠음.

ㆍ교통약자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트램 교통정책?

- 건설비용의 절감, 친환경적 운송수단 및 정시성
등 장점이 있으나, 전용노선 확보 및 차로폭 축
소, 교통체계 조정 등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시
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대구전체의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트
램 도입이 적정한 구간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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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대구시 장사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과
추진 촉구

ㅣ제249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ㆍ명복공원 화장능력 포화화 및 노후화에 따 - 2012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명복공원은
른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의지 및 향후
2013년 3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시타 보강
계획은?
공법으로 보강조치 완료하였음. 2013~2014년
40억원정도를 투입하여 화장로 11기를 전면교
체하여 기존 화장처리시간 단축과 하루 화장처리
구수 확대(40→45, 년간 16,435구 처리)하였으
며, 향후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가동회수 증회
(55구/일)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07년 7월 계획한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종
합장사시설 계획)은 해당지역 주민 등이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며 2010년 이후 내부적으로 대구
·경북 적정 후보지 6개소 정도를 기초조사·검
토하여 왔음. 현재 우리시 경제여건과 시급한 다
른 정책사안들을 감안하여 종합장사시설 건립
방안, 화장장과 공설봉안당을 각각 건립하는 방
안 등에 대해 사업비 분석과 장소 등을 검토하
고 필요시 용역을 통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장상수
의원

□동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촉구
ㆍ도매시장 비효율적 건물 배치로 법인의 경매 - 시설물의 배치는 ’88년 10월 개장 당시 농산A동
장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않고, 중도매인의 점
12,968㎡ 규모의 경매장 1개동에 3개 도매시장
포 부족 현상에 대한 향후 대책은?
법인(대구중앙청과, 농협북대구공판장, 영남청
과)이 지정되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
산물을 중매인에게 경매를 통해 매매하였으며,
중매인은 낙찰받은 농산물을 소매상인 등에 중
개 또는 판매하였음. 개장 이후 주차장으로 사
용되던 곳을 차량단위로 입하되는 농산물(무, 배
추 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건축한 ‘차상경매장
A동’은 차량단위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
재는 ‘경매장 A동’이라 명칭으로 변경하여 3개
도매시장 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96년 10월
농산B동을 개장하면서 추가로 허가된 3개 도매
시장법인(대한청과, 제일청과, 원예농협공판장)
을 「동부 농수산물도매시장」신설 후 이전시키
고자 하였으나, 당시 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대구시 재정 악화와 인근 시·군의 도매시장 신
설 등 유통시설 확대로 인해 도매시장 추가 건
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신규 농수산
물도매시장 건설사업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음.
이후 현 도매시장에 6개 도매시장법인이 영업
하게 됨에 따라 공간협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01년 도매시장법인 구조조정 시행으로 6개
도매시장법인에서 5개 법인으로 축소·합병되
면서 2개 도매시장법인(대양청과, 효성청과)의
경매장 사용이 ‘농산A동’과 ‘농산B동’으로 분리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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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9회 임시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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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된 것임. ‘농산A동’과 ‘농산B동’의
분리는 도매시장법인의 합병으로‘영남청과’
법인의 중도매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도매
인이 이동을 거부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장 면적 및 위치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
면서 좋은 위치와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소송으로 결국 1개 법인이 2곳의 경매장을
분리 사용하게 되었음. 중도매인의 점포는 개장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농안법 개정으로
중매인에서 중도매인으로 변경되면서 점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경매장 주변에 점포를 설치
하게 되어 중도매인의 점포가 협소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경매장 분산 운영과 잔품처리장 부족
등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요구되고 있음.

ㆍ10여 년간 끌고 있는 대구 도매시장 시설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14년“도매
현대화사업의 추진 의지와 시민이 공감할
시장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유통종사자분들의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실행 가능한 관련
건의로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공간협소와 시설
정책은?
노후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3차 용역을 시
행하였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2015년도
도중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16년 4월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혼란 유발과 도매
시장 유통종사자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어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에 용역결
과 발표한 것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는 3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자
금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꼭 필요함. 국
비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하는「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고, 공모 신청시 유통종사자간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현재 유통종사자의
의견이 이전과 재건축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태로 시에서는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유통종사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유통종사
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시설현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하겠음.
ㆍ96년도 동구 괴전동 246번지 일원 3만 6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는
천여평에 추진하고자 한 『동부 농수산물
광역자치단체 도매시장은 2개 이상이 존재하고
도매시장』 신설 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시는 ’97년도 지하철
견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1호선 개설로 인한 재정악화와 대구시 주변 시
·군에서 신규 도매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 ’96년 11월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전면 폐
지하고, 향후 도매시장 필요시 재추진하겠다고
농림부에 의사전달한 결과 ‘향후 국비지원을 하
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음. 전국에는 중
앙도매시장 11개소, 지방도매시장 34, 민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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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249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매시장 3개소 총 48개 도매시장이 있으며, 각종
유통센터, 대형 유통매체 등 다양한 유통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더 이상의 도매
시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이전과 재건축으로 양분된 의견을 한곳으로 모
아 조속히 합의된 의견을 마련하여 시설현대화
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 판단되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통종사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2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5월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
나가고자함.

ㆍ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 - ’88년 도매시장 개장 당시 농산A동에 3개 도매
해 법인간 시설이용을 순환식으로 명문화된
시장법인(영남청과, 농협북대구공판장, 대구중
앙청과)이 영업하게 되었으며, ’96년 농산B동
임대기준 재정립방안 필요
이 추가 건설되어 3개 도매시장법인(원예농협,
제일청과, 대한청과)이 신규 허가되어 6개 도매
시장법인이 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2000년도
농산물 위장 경매, 중도매인의 주주 등 위법행
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영남청과, 대한청과,
제일청과 3개 도매시장법인을 구조 조정하여
영남청과(주)가 현재의 대양청과(주)와 효성청
과(주)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허가취소된 영남
청과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오랜 법정다툼 끝에 허가취소 되었음.
이후 효성청과의 경매장 조정 요구로 재차 행정
소송이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경매장 조
정이 완료 되었음. 또한, 2004년도에도 대양청
과(주)의 ‘차상경매장C동’에서 경매장을 중도매
인이 상시 잔품처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엽
채류의 정상적인 경매를 방해하고 있어 효성청
과(주)에 배정하였으며, 대양청과에서도 경매
장 배정에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경매장 효성청과
에 양도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도매시장법인과
약정한 중도매인은 자신의 영업 위치를 바꾸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 이동에 따라
약정 중도매인이 같이 이동하지 않게 되고, 결
국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바뀌게 되어 도
매시장법인의 농산물 분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
며, 이로 인해 농산물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함.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 조정은 도매시
장법인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허가취소
상황 발생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 조정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완료될 경우 새로운 기
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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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도재준
의원

質問要旨

ㅣ제249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제2수목원 입지선정의 재검토와 혁신도시
수변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ㆍ제2수목원 입지선정의 재검토

- 금년 1월, 산림분야의 대구미래전략 프로젝트로
산림문화·휴양 시설이 입지하기 적당한 동구
내곡동 초례산 일원에 초례산 산림복지단지 조
성 계획을 구상하였음. 또한, 기존 대구수목원
의 이용객 폭증으로 수용 한계에 이르러 팔공산
권역에 제2수목원 조성이 대두되고 신서혁신도
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의하여 산림복지
단지와 연계한 제2수목원 조성을 계획하였음.
초례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지는 현재 폭이
좁은 농로(폭 2.5m)를 타고 3km가량을 진입
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힐링이 주
기능인 산림복지단지와 수목원은 차별화가 필
요하였으며, 지난 4월, 신서혁신도시 연접지 동
구 괴전동에 국립청소년 진로체험 수련원 건립
이 확정이 됨. 이에 따라 제2수목원은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청소년 진로체험 수련원
인근에 수련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면 시너지효
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제2수목원 조
성 위치를 청소년 진로체험 수련원 인근으로 추
진하고 있음.

ㆍ저수지 개발을 통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 지난 2007년 신서혁신도시 조성당시, 혁신도시
인근 신지·노하지·신서지 등을 이용한 수변
공원화 사업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와 한
국토지공사가 시행주체, 재원확보, 역할분담 등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
토를 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당시 공원화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보상비, 설계비, 공사비)이 약
25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재정상의 이유로 안
타깝게도 실현되지는 못했음. 지금도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시민들의 휴식처 및
생태환경 보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하여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현
실적으로 2020. 7월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연간 200~300억원의 공원
조성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대구수목원 확장사
업 및 혁신도시 인근에 제2수목원 조성·초례
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 공원을 지정 조성하는 것
은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시간
적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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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오철환
의원

質問要旨
□혁신적 도시발전을 위한 사전협상형 도시
계획 도입·시행 촉구
ㆍ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시행
촉구

ㆍ제도의 도입과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ㅣ제249회 임시회ㅣ

答辯要旨
- 사전협상 제도는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유휴토지 등을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개발을 실
현하여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국토계획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등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토지활
용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유휴토지 등에 대하
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적 논의를 통해 객관적
이고 투명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사례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
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는 별도로「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
용 지침(안)」을 마련하여 현재 제정절차를 진
행중에 있음. 한편, 현행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입안
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도
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대구광역시 지구단
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주거지역내에서 용
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입지여건, 대상지 요건, 공공기여 방안 및 공공
시설 부담비율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음.
-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
조에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
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
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유
휴토지 또는 시설이전 부지 등에 대하여 사전
협상형 도시관리계획을 운용 하고자「대구광
역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법제심
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2017년 7월중으로 지침
을 제정할 예정임.「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 ’17. 7월중으로 공포되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함으로써 유휴토지의 활용 촉진과 토지이용
의 고도화 복합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도모가 가능하게 됨. 향
후, 사전협상형 제도 정착을 통해 대규모 부지
개발잠재력 실현과 기업활성화, 공공성확보 및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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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김의식
의원

□서대구역세권개발과 달서천·북부하수처
리장 지하화 및 상리음식물처리장 관련

ㅣ제250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ㆍ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서대구복합환승센 -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교통·경제·문화·생활 중심
터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새
이 되도록 민간자본을 도입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로운 도시계획 및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을 위해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6월부터 착수
청사진 마련 필요
하였고, 금년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
로 추진하겠음.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 및 염색
공단 폐수처리장 통합하여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
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개발계획 일정
에 맞춰 철도망을 구축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건설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추진중인 여러 사업
들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서
대구 역세권 개발은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서대구 지역을 새로
운 성장 축으로 만들어 갈 계획임.
ㆍ서대구KTX역사는 서·남부권 관문 역할 -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협
수행하기 위해 현재 계획보다 더 큰 규모
약에 따라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2019년 12월말
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거점역 역할을
하기 위해 당초 사전타당성조사시 보다 역사규모
를 330% 증가시키고, 선상역사 형식 및 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비 140억원을 증액시켜 총사
업비 573억원(국비 142, 시비 431) 규모로 고속
철도와 광역철도 이용수요에 충분하게 계획하였
음.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증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여건변화시 이
를 반영하여 확장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
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으로 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ㆍ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의 선결과제 - 코레일부지 등의 부지 조기확보는 향후 공모과정을
인 코레일 소유의 부지와 팔달변전소 부지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복합환승센터사업
확보의 노력과 대책은?
대상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국토부,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등과
협의해 나가겠음.
ㆍ역세권 주변 달서천·북부 하수처리장 및 - 시설이 시설 노후화 및 처리효율 저하에 따라 재건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의 지하화 추진 검토.
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 곳으로 통합하고 지
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4
개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지
하에 통합하고 상부는 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
시설 등으로 조성하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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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ㅣ제250회 정례회ㅣ

答辯要旨

ㆍ상리음식물처리장 시설보완 및 인근주민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 시설 전반에 대해 개
지원 대책?
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시운전기간 4개월을
포함 ’18.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개선공사
완료 후 성능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년간 의무운전 기간 중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기술진단을 해서 성능보증을 만족할 경우에 시
설을 인수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손
해비용을 배상하기로 의무운전 협약서에 규정
되어 있음. 인근주민 지원대책은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인접한 가르뱅이마을에‘11
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비 23억원, 주민편
의시설이 포함된 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을 지
원하였고, 이번 개선공사로 주택 태양광 설치사
업을 ’18년도 지원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
겠음.

배지숙
의원

□인사청문회 시행에 따른 몇 가지 검토
ㆍ인사청문회는 공약으로 시행을 약속한 사항 - 인사청문회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방공기업의
인데, 임기가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위해 시의회와 협조하
에서, 뒤 늦게 도입한 이유는?
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임. 다만, 제도적 기
반 마련 후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 법
안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공약
ㆍ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관피아를 근절하고
사항 이행을 위해 시의회와 협약으로 추진키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
셨는데 최근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결정.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투
명하게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참고로 지난해 경영평가에
ㆍ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시행한다고 기사화
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서 최우수 성과를 거둔바 있음. 지난 6월 5일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입
거쳤는지?
장을 정리하고 의장단에게 보고하는 와중에 충
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의도치 않게 언론보
도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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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현황
▶총

· 발언의원수 : 22명
· 발언건수 : 52건

괄

▶회기별 자유발언현황
제243회
임시회

제244회
임시회

제245회
임시회

제246회
정례회

제247회
임시회

제248회
임시회

제249회
임시회

제250회
정례회

3

4

5

8

7

10

10

5

▶5분자유발언의원 및 발언제목
회 기

발언의원

제243회 임시회

이재화
조재구
장상수

·의원 정책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앞산공원의 전국적 명소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 촉구
·동부소방서 이전과 제2수목원 건립 제안

제244회 임시회

임인환
최길영
신원섭
조홍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촉구
·대구 시립박물관 건립 제안
·두류정수장이전터 활용계획 수립 촉구
·치맥축제 활성화 방안 제안

제245회 임시회

이경애
이귀화
김혜정
박상태
신원섭

·응급의료 및 소방 취약지역 민생시설 설치 촉구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심대기질 측정망 확충
·도심 및 이면도로 주차문제관련
·인성교육강화와예절교육체험센터활성화촉구
·에너지절약 교육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방안 촉구

김혜정
강신혁
배지숙
최길영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 사회환원 촉구
·노숙자 의료구호 지정병원 확대·시행 제안
·청소년 흡연예방과 담배없는 세대 정책추진 제안
·공공요금 인하 등 교육현안에 대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대구시 현안문제를 대한 갈등관리와 정책적 결정 촉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쇄신방안 제안
·간송미술관 입지선정 관련
·민선6기 대구시정의 효과적 운영 방안 제안

제246회 정례회
배지숙
장상수
신원섭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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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제 목

회 기

발언의원

발 언 제 목

제247회 임시회

조재구
최광교
최길영
박상태
이귀화
신원섭
이재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반대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촉구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대구역사 바로세우기 대책 마련 촉구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설치 관련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조정·관리 등 제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 방안 제안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확성화 대책 마련 촉구

제248회 임시회

최길영
최광교
조성제
김의식
배창규
장상수
이경애
최재훈
최인철
신원섭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운영개선 촉구
·시민운동장 내 북구장애인재활센터 설치 촉구
·단독주택지역 주민공동시설 확충대책 촉구
·대구 역사.정체성 확립을 위한 달성토성 명칭 되살리기 촉구
·다자녀 가정 학생지원 및 교육현안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 경제현안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추진 촉구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조직 정비 촉구
·팔달교~서변동~신천동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관련
·방치된 자전거보관대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 촉구

제249회 임시회

조홍철
최인철
김규학
조성제
최광교
조재구
최길영
이경애
임인환
강신혁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촉구
·칠곡 메디컬컴플렉스 조성 촉구
·지역균형발전과 자족형 메디시티 칠곡을 위한 대책 촉구
·도시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촉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대응촉구
·앞산케이블카 운영·관리에 관하여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차요금 현실화 촉구
·야생동물구조 치료센터 건립 촉구
·대구시 문화관광정책의 현실과 올바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

제250회 정례회

장상수
이귀화
조홍철
김재관
최길영

·참전용사 예우·지원 개선 및 나라사랑교육 촉구
·시민중심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행정 촉구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 및 재배치 요구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제안
·대구시 패션창조거리사업 부지 재선정 촉구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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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구분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492

825

9

67

78

141

4

223

87

136

221

2

자료조사

284

133

151

281

3

기타

182

55

127

182

0

소계

2016년

2017년

계

834

342

입법연구

145

정책연구

■ 토론회·세미나 등 연찬활동
●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 추진실적(2016년)
- 지방분권 대표자 간담회(16. 1)
- 국가보훈대상사 예우 및 지원방안 세미나(16. 2)
- 에이스예방 관련 간담회(16. 2)
- 품격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 만들기 - 티브로드 대구방송 대담(16. 3)
- 지방분권 토론회(16. 5)
- 보훈학술 세미나(16. 6)
- 대구시 환경교육진흥 토론회(16. 9)
- 대구시 보훈정책 토론회(16. 9)
- 폐기물 소각장 건설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토론회(16. 9)
◇ 추진실적(2017년)
- 대구시 보훈정책 토론회(17. 2)
- 대구의 문화유적과 그 활용방안 세미나(17. 3)
- 대구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세미나(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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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제교류 협력(2016.7.1~2017.6.30)
기간

2
0
1
6

2
0
1
7

출장국 인원

9. 19 ~ 9. 25
(7일)

중국

5

9. 19 ~ 9. 22
(4일)

대만

5

9. 19 ~ 9. 22
(4일)

중국

6

9. 26 ~ 10. 3
미국
(8일)
10.10 ~ 10.15
베트남
(6일)
10.29 ~ 11. 3 베트남
(6일)
캄보디아
12. 2 ~ 12. 5
일본
(4일)

의원명
오철환, 신원섭
최인철, 최광교
최길영
조성제, 조재구
김의식, 이귀화
이경애

출장목적
특성화시장, 의료관광, 물산업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도시철도, 트램 등 대중교통시스템 운영현
황견학 및 도시정책분야 정보교류

배창규, 배재훈
최재훈, 윤석준 통일, 안보교육 강화방안 모색
강신혁, 도재준

1

배지숙

2

이귀화, 신원섭

1

박일환

1

이동희
김재관

미국 국무부 초청 여성역량강화 포럼 참석
지역기업의 베트남 진출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창조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자료수집(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일본의 자연재난 방재 현황 및 안정정책
벤치마킹
미주중남미 도시 지방의회 운영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운영위원장협의회)

12.22 ~ 12.31
(10일)

미국
멕시코

1

1. 12 ~ 1. 17
(6일)

중국

6

오철환, 조홍철 자매결연도시(청두) 교류 협력강화와 지역
장상수, 신원섭 특성화시장 활성화 등 시정현안에 관한 국
박일환, 최인철 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1. 30 ~ 2. 3
(5일)

말레이
시아

4

김규학, 강신혁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실태 등 관광분야
도재준, 이재화 우수시책 견학

2. 27 ~ 3. 4
(6일)

호주

6

이귀화, 조재구
시의 트램(노면전차)시스템 도입 검토 관련
김의식, 박상태
하여 해외 우수사례 견학
이경애, 임인환

4. 18 ~ 4. 22
(5일)

중국
말레이
시아

2

김규학, 배재훈

5. 18 ~ 5. 25
호주
(8일)
뉴질랜드

4

배창규, 배재훈 선진박물관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윤석준, 최재훈 위한 공무국외여행

5. 22 ~ 5. 27
(6일)

6

최광교, 김혜정
생활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에 관한
이동희, 김의식
해외사례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조성제, 김재관

러시아
몽골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창사 개막행사
참석 및 대구관광 홍보마케팅

의회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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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화유물 소개

달
성
군
인
흥
마
을
◉
◉
◉
◉

종목 :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재 제3호
명칭 : 남평문씨본리세거지 (南平文氏南平文氏本里世居地)
지정일 : 1995.05.1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3길 16(본리리)

※ 사진은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 대구광역시 제공-

인흥마을에는 유난히 소나무가 많다. 풍수적으로 이롭게 하기 위해 마을 앞에 소나무를 심었다. 인흥마
을은 담장이 아름다운데 늦여름이면 주황색 능소화가 곱게 핀 풍경을 사진에 담기위해 여행자들의 발길
이 끊이지 않는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택 하나하나 살펴 볼 수 있다.
고려말 충신 문익점의 후손이 이곳에 터를 잡아 만든 마을이다. 광거당과 수봉정사, 인수문고 등 전통가
옥과 재실, 문고 등이 들어서 있다. 전통적인 영남지방 양반가옥의 틀을 지키고 있으며, 가까이에는 인흥
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인흥마을의 또 다른 이름인 남평문씨본리세거지(南平文氏本里世居地)는 ‘본리
에 있는 남평문씨의 집성촌’이란 뜻으로, 인흥사가 있던 곳이라 인흥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에
들어서면 눈송이처럼 흩뿌린 목화밭이 먼저 반긴다. 목화밭에 탑이 보이는데 고려시대 인흥사가 있던 곳
이라고 한다.
목화밭을 지나면 첫 번째 고택 수봉정사(壽峰精舍)에 닿는다. 이곳은 60여 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다. 문
중 자제들이 배우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수봉정사 앞에 인수문고(仁壽文庫)가 있다. 국내외 전적과 문
건 등 2만여 권이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문고로는 최대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처럼 건물 위아래 창을 뚫어
책 보관을 용이하게 했다. 인수문고에서 나와 소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어가면 광거당(廣居堂)에 닿는다.
광거당은 1873년에 지어진 재실로 학교의 기능을 겸하던 곳으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376 大邱廣域市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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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장 : 의 원 김 재 관
◆위 원 : 의 원 임 인 환
의원 김혜정
의원 강신혁
의원 조홍철
의원 조재구
의원 배재훈
홍보담당관 이 재 규
운영전문위원 박 재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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