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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 제17집

3

발간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250만 대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보」 제17집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어렵고
힘든 서민 대중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공부모임,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력있는 도시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 서 왔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주도하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온힘을 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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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선심성 행정의 문제점과 무분별한 정책사업과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주 재정 고갈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입니다.
효율적인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이양받아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 모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구 시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는 의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2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이 담긴 「의회보」 제17집
발간을 위해 각계 전문 분야에서 좋은 고견과 글을 주신 분들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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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議會報」제17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
성과를 모아 「議會報」제17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25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그동안 현장위주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수요자 중심의 공감
의회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이루어 오고 계시며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이 앞장서 「대구 바로 알기 범시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결과
시민들로 하여금 대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신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경의를
드립니다.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삼성창조경제단지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세계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서대구·염색 및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등 대구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도시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K-2공군기지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연계 지역전략산업 육성, 스포츠 융복합산업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대구의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구경제 체질 혁신과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루며, 더 젊고 역동적인 청년대구
건설과 생활 속 즐거움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건설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과 「議會報」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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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議會報」제17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담은
「議會報」제17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며, 대구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난해 우리
대구교육의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그 이름을
드높여 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1위, 청렴도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1위,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 5년 연속 1위 등의 성과와 함께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은 전국 최상위, 8~9등급 비율은 전국 최저로 최상위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과보다 더 주목할 것은 우리 대구 학생들의 삶이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흡연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학업중단율, 학생건강체력평가 저체력 비율,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 등은
전국 최저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 학생들이 착하고 건강하며 공부도 잘하는 것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가 우리 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로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실천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쳐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교실 수업 개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으로 행복한 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議會報」제17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보 제17집

7

축 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지여!
김원중

오십시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로 오십시오
이곳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유능한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로 오십시오
이곳에는 저 유명한 3·15 부정 선거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8 大邱廣域市議會

오십시오. 스토리가 살아있는
대구광역시 의회로 오십시오
이곳에는 달구벌 역사와 전통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배려와 사랑이 있는
대구광역시 의회로 오십시오
이곳에는 대구 시민들의 온갖 염원을
배려와 사랑으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약 력>
한국문인협회 고문,
한국시인협회 자문위원,
포스텍 명예교수,
대구 유일의 월간 문예지 <한비문학>
고문 및 문예창작대학교 교수,
시인, 문학박사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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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5.7.9)

시정업무 1년 성과보고회(15.7.13)

10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내방[駐韓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 외](15.7.20)

대구바로알기 제5차 투어(15.7.24)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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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내방[요코하마 市의원 외](15.8.11)

네임데이 행사(15.9.9)

12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자료실 개소식(15.9.14)

대구바로알기 범시민운동 추진 결의대회(15.9.18)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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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원연찬회(15.10.1)

간담회[시민단체](16.1.6)

14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회(16.1.19)

젊은 인재들과의 의정소통 톡[talk] 마당(16.2.3)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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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기관방문[경북도의회](16.3.7)

학생 모의의회(16.5.27)

16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문사철 포럼 강연회

미래창조 포럼 세미나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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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간담회(16.1.29)

18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기획행정위원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 현장방문(16.6.17)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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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문화복지위원회]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건설현장 방문(15.7.20)

20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경제환경위원회]

SRF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15.7.20)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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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건설교통위원회]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설현장 방문(15.8.5)

22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교육위원회]

낙동강수련원 방문(16.2.23)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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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총괄 및 정책질의(15.12.2)

24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축제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주요축제 종합보고회(15.10.13)

봄 축제보고회(16.4.29)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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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팔공산둘레길 현장 방문(15.10.20)

26 大邱廣域市議會

Daegu Metropolitan Council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위내방 및 간담회(15.10.22)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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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任 仁 煥

선거구명

중구 1

생년월일

1956. 9. 15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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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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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 圭 夏

선거구명

중구 2

생년월일

1956. 6. 12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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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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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姜 信 赫

선거구명

동구 1

생년월일

1975. 2. 28

소속정당

무소속

성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28 大邱廣域市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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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ors Profile

張 相 秀

선거구명

동구 2

생년월일

1950. 3. 5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
사: 803-5092, FAX: 803-5134
809jss@hanmail.net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83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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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碩 晙

선거구명

동구 3

생년월일

1968. 8. 10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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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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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 在 俊

선거구명

동구 4

생년월일

1950. 12. 5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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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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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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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프로필

金 義 植

선거구명

서구 1

생년월일

1955. 6. 29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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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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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 在 和

선거구명

서구 2

생년월일

1956. 4. 9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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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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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一 煥

선거구명

남구 1

생년월일

1952. 1. 13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7길 31
사: 803-5074, FAX: 803-5134
parkihtop@naver.com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8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30 大邱廣域市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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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ors Profile

趙 在 九

선거구명

남구 2

생년월일

1962. 4. 8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남구 대명남로 86, 아리솔 502호
사: 803-5094, FAX: 053-803-5134
chojg408@hanmail.net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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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光 敎

선거구명

북구 1

생년월일

1957. 1. 17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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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제5대 북구의회 의원 •제6대 북구의회 의장
•성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의회 위원(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대구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崔 吉 永

선거구명

북구 2

생년월일

1952. 9. 10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63 대우APT 109/304
사: 803-5010, FAX: 803-5130
cky0910@hanmail.net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79

성

명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전국위원, 대구시당 부위원장
•제7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현)
•제7대 전반기 제2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장(현)

의회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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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愛

선거구명

북구 3

생년월일

1957. 1. 14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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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7대 회장
•북구 자원봉사센타 부이사장
•북구재향군인회 이사
•제6대 북구의회 부의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새누리당 대구여성정치 아카데미 회장(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金 圭 學

선거구명

북구 4

생년월일

1964. 1. 31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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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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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仁 哲

선거구명

북구 5

생년월일

1962. 10. 29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7길 37-7
사: 803-5075, FAX: 803-5132
cic3862@hanmail.net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88

성

명

학

력
및

경

력

32 大邱廣域市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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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ors Profile

성

명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학

력
및

경

력

裵 宰 焄

선거구명

수성구 1

1979. 9. 20

소속정당

새누리당

수성구 들안로78길 45, 108동 604호(범어동, e편한세상)
사: 803-5091, FAX: 803-5134
yoyo1727@gmail.com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97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박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석사)
•영남대학교 법학(학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새누리당 수성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

吳 徹 煥

선거구명

수성구 2

생년월일

1958. 11.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수성구 노변공원로 22, 103동 406호(시지동, 동서우방아파트)
사: 803-5012, FAX: 803-5130
hwanyoh@naver.com
http://council.daegu.go.kr/source/councilman/main/main.html?_code=126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북대학교 경영학(석사)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교통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차년도)
•제6대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전)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현)

金 昌 垠

선거구명

수성구 3

생년월일

1954. 1. 9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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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 행정대학원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대구 기계공구협동조합 이사장
•대구광역시의회 제3, 4대 의원
•대구광역시 체육회 부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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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東 熙

선거구명

수성구 4

생년월일

1953. 9.30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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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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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 貴 和

선거구명

달서구 1

생년월일

1951. 12. 12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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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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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 洪 哲

선거구명

달서구 2

생년월일

1966. 9. 17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달서구 선원로 171, 105동 506호(이곡동, 성서무지개타운)
사: 803-5061, FAX: 803-5132
horse0823@hanmail.net

성

명

학

력
및

경

력

34 大邱廣域市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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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ors Profile

金 在 寬

선거구명

달서구 3

생년월일

1958. 8. 3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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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제5, 6대 달서구 의원
•제6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새누리당 달서을 당원협의회 위원
•월배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현)

朴 相 台

선거구명

달서구 4

생년월일

1959. 10. 5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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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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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 元 燮

선거구명

달서구 5

생년월일

1950. 12. 17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달서구 장기로 145, 211동 1809호(본리동,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사: 803-5065, FAX: 803-5134
hbkorea34@daum.net

성

명

학

력
및

경

력

•협성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달서구의회 제2, 3, 4대 의원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도시환경 대표이사(현)
•대구광역시의회 제7대 기획행정위원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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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智 淑

선거구명

달서구 6

생년월일

1968. 4. 9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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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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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 成 濟

선거구명

달성군 1

생년월일

1953. 5. 6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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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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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栽 熏

선거구명

달성군 2

생년월일

1981.11.14.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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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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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훈장학회 이사
•대아하이테크(주) 대표이사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간사, 운영위원(현)

Councilors Profile

車 順 子

선거구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56. 8.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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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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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裴 昌 圭

선거구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9. 2. 2

소속정당

새누리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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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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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惠 貞

선거구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1. 7. 17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주
소
전
화
E-m a i 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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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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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선

거

구

역

1

임인환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2

류규하

성내2,3동, 대신동, 남산2,3,4동

1

강신혁

신암1,2,3,4,5동

2

장상수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

3

윤석준

도평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4

도재준

해안동, 안심1,2동, 안심3·4동

1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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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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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일환

이천동, 봉덕1,2,3동, 대명2동, 대명5동

2

조재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10,11동

1

최광교

고성동, 칠성동, 침산1,2,3동, 노원동

2

최길영

산격1,2,3,4동, 대현동

3

이경애

복현1,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4

김규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5

최인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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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성 명

선

거

구

역

1

배재훈

범어1,2,3,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2

오철환

만촌2,3동, 고산1,2,3동

3

김창은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4

이동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1

이귀화

죽전동, 장기동, 용산1,2동

2

조홍철

이곡1,2동, 신당동

3

김재관

월성1,2동, 진천동

4

박상태

상인1,2,3동, 도원동

5

신원섭

성당1,2동, 감삼동, 두류1,2,3동

6

배지숙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1

조성제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2

최재훈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차순자

새누리당

배창규

새누리당

김혜정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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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30

2

4

2

2

5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4

6

비례대표

2

3

○ 당적별 : 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1, 무소속 1
○ 성 별(30명) : 남 25, 여 5
○ 연령별(30명) : 30대 2, 40대 4, 50대 10, 60대 14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임위원회

(11)

윤리특별위원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교 육 위 원 회

(6)

건설교통위원회

(6)

경제환경위원회

(6)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운 영 위 원 회

(7)

상설특별위원회

(7)

※ 비상설특별위원회(4개): 대구·경북상생발전(8), 지방분권추진(9), 남부권신공항유치(7), 축제선진화추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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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위원수

소

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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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기획행정위원회

6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대변인,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복지위원회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도시브랜드담당관,
경제환경위원회

6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대구환경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6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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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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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회기

활동기간

예산결산

제226회

특별위원회

임시회

2014.7.11
~
2015.6.30

윤리

제226회

특별위원회

임시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227회
임시회

위원장

간사

위 원

오철환

배창규

최광교,김혜정
김재관,장상수
최인철,류규하
이귀화,최재훈
박상태

2014. 7.11
~
2016. 6.30

이귀화

이경애

김의식,도재준
김혜정,류규하
정순천

2014. 8.27
~
2016.6.30

최광교

강신혁

김혜정,임인환
최인철,최재훈
조홍철,배창규

″

장상수

김혜정

조성제,김재관
배창규,류규하
이경애

남부권
신공항유치

″

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

″

최인철

차순자

오철환,임인환
강신혁,이경애
이귀화,조홍철
김원구

제230회

2014.12. 19
~
2016. 6. 30

임인환

강신혁

오철환,최광교
김재관,최인철
최재훈

제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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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 개 원 : 사무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 10팀, 1비서관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시민소통팀장

4급

5급

전문
경력관
(가군)

6급

7급

8급

9급

서

공 보 팀 장

비

의 사 팀 장

관

총 무 팀 장

2~3급

■ 정원 및 현원(‘16.6.30기준)
구분

계
정원

86

1

7

11

1

24

31

9

2

현원

89

1

7

11

1

28

33

4

4

정원

33

1

1

4

8

11

6

2

현원

34

1

1

4

8

12

4

4

정원

14

1

2

5

4

2

현원

14

1

2

6

5

0

정원

39

5

5

1

11

16

1

현원

41

5

5

1

14

16

0

총계

의정
담당관실
홍보
담당관실
전문
위원실

44 大邱廣域市議會

제17집

열린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의원논단

46

의원단상

66

특별기고

92

학계논단

96

자유기고

180

의원논단
대구 문화 활성화 정책
최길영

의원

한 나라의 국격은 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강국으로 올라섰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려면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후 ‘문화가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의 지렛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부문의 7개 국정과제를 정했다. 특히 정부는 문화 행복
실현을 위해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선 예술인 패스를
도입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처
활동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많은 문화정책들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화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지방에서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인프라가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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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지원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많은
문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역은 빠져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수립한 정책에 따라 지침을 하달할 뿐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
콘텐츠의 육성책을 찾기는 쉽지않다. 수도권보다 크게 위축된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배려가 크게 소홀해 보인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과 예술인들도 균등한 문화 향유와 창작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예술에조차 경쟁 논리를 도입해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을 지속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역 맞춤형 문화 지원책’ 수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① 축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정책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의식도 점차적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를 보면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지역마다 개최하는 축제는 그간 몇 년 사이에 수없이 만들어 졌으며, 축제가 없는
지자체는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많아지자 그에
따른 문제도 아울러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획일성이다. 지역문화축제가 야시장, 아가씨
선발대회 등 이러한 것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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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축제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그 축제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축제인가가 더 중요하다. 말하자면 어떤 주제와 내용의 형식인 축제인가가 축제 성공의
관건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축제의 획일성 또는 비효율성은 각 축제 및 문화행사가
가진 경쟁력의 유무로 점차 정리될 것이다.
문화는 산업이라고 한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문화가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산업에만 눈이 멀어 문화를 보지 못하거나, 육성,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화산업은 없다고 보여 진다.
먼저 문화가 있어야 문화산업이 있다.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문화의 다양성확보는 지역문화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것은 언제나 부분이 모인 것이다. 민족문화라는 전체는 지역문화라는 부분이 모인
것이다. 부분이 아름다우면 전체가 아름답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든 별들이 서로 다르게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문화라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민족문화가 세계문화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 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구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치킨산업의 중심지다. 여기에 시민들이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치맥축제를 활성화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컬러풀축제,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등 각종 축제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대구시가 이 축제들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특화방안에 대해 더
진지하게 모색해 그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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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문화자원 개발
요즘 각 지자체마다 각기 자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본다. 역사의 숨결을 찾거나 문화의 원류를 확인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지역민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갖고 있다. 신석기 시대 때 대구사람들이
처음으로 정착했음을 알려주는 수혈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팔공산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곳으로 이와 관련한 설화와
유적이 많고, 최근 새롭게 역사적 평가를 받는 광해군의 태실도 대구에 있다.
또한, 조선 중후기 당시 선비들은 연경서원을 중심으로 대구 강안문학(江岸文學·강을
따라 오가며 하는 문학행위)을 꽃피우고 대구 유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1601년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영남의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시기(1592～1598)에는 곽재우 등 많은 의병장들이 봉기해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1907년에는 3.1운동에 버금가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펼쳤으며, 6.25전쟁시 33일간 임시정부 수도 역할을 하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협에서 구한 구국의 도시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된 2.28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구국의 도시이다.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문화유산에 기반을 둔 지역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핵심 콘텐츠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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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관광산업의 성공사례 중 하나는 근대역사골목과 김광석길이다. 대구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알릴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흙속에 묻힌 진주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누군가 눈 밝은 사람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갈고 닦아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게 될 때 진주가 비로소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듯이, 진주와 같은 대구의 역사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결론
21세기 대구의 성장동력은 문화다. 조금 더 나아가 국내적으로 보면 문화의 효과를
실감할 수가 있다. 요즈음 K-팝은 국가경쟁력이 원천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을 대체할 국가 브랜드라 할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이란 노래 하나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10억 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된 것이다. 이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짐작할 수 조차 없게 만들고 있다. 이 노래를 즐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로 인식할 뿐 아니라 실제 강남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성장동력이다. 지자체마다 조그만 특성이 있는 문화가 있다면 발굴하여 자랑할 뿐
아니라 없는 문화도 만들어내어 산업화 시키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연대의식을 갖게 한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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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은 소통과 통합을 가져온다.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도 공감하고 감동하고 분노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어떠한 권력이나 힘으로도 또한 행위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한편의
시에서 한곡의 노래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이제 대구의 문화를 찾자.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찾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자. 우리의 문화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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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대구 바로알기
부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신

배재훈

의원

Ⅰ.머리말
한반도 격랑의 역사 속의 대구와 대구시민은 오랜 시간 동안 변방이 아닌 중심이었으며,
주인세력이었다. 이는 한반도 5000년의 역사 속의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그리하여 필자의 어린 시절, 대구는 활기차고 시민의 가슴속에는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였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는 어떠한가! 시민의 가슴속에 대구는 GRDP1) 전국 최하위,
서울·경기, 부산을 젖혀두고 라도 인천에도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마저 상실한 도시로 전락해 버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가고
빈곤한 노년층은 더욱 증가하여 도심은 활기를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숭고하며, 선비정신과 문화의식이
충만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와 대응되
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다. 지역에 관계없이 발
생하는 국방부문, 수입관세 등은 지역단위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전국 합계치에서만 계산된다. GDP
와는 이용기초자료,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4~5%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GRDP는 생산측면에서의 집계
이기 때문에 발생된 소득이 어느 주민에게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나타내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만을 나타낼 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규모, 즉 1인당 분배소득을 나타내
지는 않으므로 도내총생산량의 비교가 곧바로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1985
년 이후 GRDP를 작성해 왔으나 지역감정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어 오다가 199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52 大邱廣域市議會

역사속 대구 바로알기

배 재 훈 의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하지 않았는가! 찬란했던 과거를 재인식하여 대구시민 250만의
가슴속 부정의 바이러스가 아닌 긍정의 바이러스가 넘쳐나길 기대해본다.

Ⅱ.한반도 역사 속의 대구
1. 삼국시대(三國時代)
대구는 변진 24국 가운데 하나의 나라로 발전해 왔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역사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261년에 달벌성(達伐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라국에 속한 큰 읍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학회는 보고 있다.
또한 689년 신라의 도읍을 경주에서 달구벌로 옮기려 한 사실과 신라의 오악(五岳)
가운데 공산(현재의 팔공산)을 중악(中岳)으로 숭배했던 점만 보더라도 당시의 대구 지역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 시대 때 대구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
인식되어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다.
927년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여 왕건과 동수(동화사 인근 지역)에서 만나 일대
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때 생긴 파군재, 반야월 독좌암과 앞산의 은적암, 왕정 등은 이
싸움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아직 대구에 남아있다.

3.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이 세워진 후 1394년(태조 3년)에 대구현이 수성현과 해안현을 영속하여 확장
발전됨에 따라 1419년(세종1년)에는 대구군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영남내륙 교통의 요지로서 1466년(세조12년)에는 도호부로 승격되어, 1601년(선조
34년)에는 경상도 감영을 대구부에 이전 설치하면서 경산현, 하양현, 화원현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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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영남지방의 행정,사법,군무를 통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되었다.

4. 근대(近代)
근대의 우리 대구는 경상도 감영 소재지로서 영남지방의 중추기능을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 특히 일제의 침입으로 국난 시기에는 항일운동의 중추거점 역할 수행과 근대화
교육을 통한 국난극복의 실력양성운동의 중심 역할도 하였다.
1907년에는 대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금연, 금주,
절미로 되찾으려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2)을 전개하였다.
또한 1915년 서상일 등은 영남지역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이 단체는 3.1만세운동에서 대구지역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가 조직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의 비밀결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민족항쟁의 본거지가 되었다.

4. 현대(現代)
광복 이후 대구는 해외 귀환 동포의 정착과 월남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오늘날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1907년(융희 1) 2월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운동(主權守護運動).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자 일제는 이 운동을 극력 탄압 금지하였으며, 송병준(宋秉畯) 등이 지휘하던 매국단체인 일진회의 공격과 통감부
에서 국채보상기성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방해로 인해 더 이상 진전
없이 좌절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
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방해ㆍ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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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에는 대구시로 개칭되었으며, 1950년 6.25 동란시에는 낙동강 방어작전3)의 최후
보루도시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구 방어전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대구지역 위대한 문화예술인은 민족의 고통과 애환을 그리는 많은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한국의 문화예술의 초석이 만들었다.
또한 1960년 자유당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에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2.28학생의거4)를 일으켜 반독재투쟁을 전개하였다. 2.28학생의거는 그 후 3.15마산의거,
4.19의거 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2.28학생의거는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커다란 분수령 이었을 뿐만 아니라

3)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home/index.do
낙동강 방어전투는 세계 공산주의의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을 낙동강일대에서 성공적으로 봉쇄한 작전이었다. 유
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은 세계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으며, 세계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아내
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공세이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방어에서 공격
으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
게 하였고, 전의를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저지선
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연합군이 독일군에 밀려 덩케르크까지 밀려 바다로 철수하였듯이 낙동강선이 돌파되
면 제2의 덩케르크가 될 뻔 했던 위기의 순간이었다. 더구나 낙동강 방어선을 지탱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는 제주
도로 이전하여 제2의 대만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될 상황이었다. 또 당시 맥아더 원수가
구상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도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될 때에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다.결국 낙동강 방어전투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따라 편성된 유엔군이 한국군과 함께 방어함으로써 세계 공산주의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의 대전환
을 이루게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대 반격작전이었다.
4)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http://www.228.or.kr/minju1.html?cate=minju1
2·28은 당시 참여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었지만 그 시대의 부모, 형제 가족의 암묵적 동의와 대구시민의 시대정신
을 담은 반독재 민주운동의 분출이었다.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은 광야를 태우는 한 알의 불씨가 되어 들불처럼
번져갔고, 3·15마산의거, 4·19혁명, 4·26이승만대통령 하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
라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혁명인 4월 혁명을 완수했다. 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운
동의 대구 시민정신의 표출이었고,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을 심는 선구적 역할을 한 자랑스런 대구의 역사인 것이
다. 100년 전 대구에서 일어나 일제의 경제침탈에 맞서 전국민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국채보상운동의 반외세
자주화 정신과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 영남인의 자랑스런 시대정신으로 부활, 승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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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높은 시민의식과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이다.
1981년 달성군의 월배, 성서, 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 등을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하였으며, 1988년는 달서구가 신설되어 7개구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
1995년 1월에는 중앙정부직할의 시(市) 명칭을 대구광역시로 개칭하여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였고, 1995년 3월에는 달성군을 편입하여 "7개구 1개군"으로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어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Ⅲ. 맺음말
고대에서 현대까지 필자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 같이 대구는 한반도의 중추 도시의
구실을 하여 왔다.
즉 대구시민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위기에 주변인이 아닌 주인 세력이었다. 국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기를 희생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주체세력인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 대구가 직면한 가장 큰 암초는 대구시민의 가슴속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사고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구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도시인지는 이미 시민들 가슴속에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이 부정적 마인드에서 긍적적 마인드로의 변화뿐이다.
가깝게는 서울, 부산 멀게는 뉴욕, 북경, 동경 등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세계의 도시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대구를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는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식변화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의 많은 리더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중 가장 존경하는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는 항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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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고 있다.
1.하면 된다.
2.할 수 있다.
3.해 보자! 라고 말이다.
김문수 前지사의 이 3가지 외침으로 우리 대구시민 의식변화만 이루어진다면 대구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부정적인 의식만 가득하다면 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 말이 있다. 지금부터 다시 한 번
250만 대구시민이 긍정적 시민의식으로 再무장한다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구가 아닌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일어설 것으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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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재정권 확립의 필요성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이 형식적 자치기반이라고 한다면,
내용적 자치기반으로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실질적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형식적 지방자치, 기관자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이미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일의 분권을 의미한다면,
지방재정은 재원의 분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두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로서는 이전받은 업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과 재정의 분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2.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대안과 방향제시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58 大邱廣域市議會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재정에 주는 영향

김 혜 정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 20%이나,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이 60%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995년 63.5%, 2005년 56.2%, 2010년
52.2%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중앙정부 의존적 지방재정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얼마의
비율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는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고 하는 종국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약 7:3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정도의 국가업무의
지방이관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재원이전도 6:4 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강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규모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국세-지방세 비율 : 2008년 기준(단위 : %)
국가

국세

지방세

캐나다

47.2

52.8

독일

50.5

49.5

미국

51.9

48.1

스페인

51.2

48.8

일본

53.7

46.3

한국

78.6

21.4

스웨덴

60.6

39.4

자료 : OECD(2010),「Revenue Statistics(196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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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자치 부활 이후 증가된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해왔고, 그
가운데서도 주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2012년 53조원으로 약 7% 가량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보조율은 2007년 약 70%에서 2011년 약 60%로 약 10% 가량
감소하고 있어, 약 10조원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부자료,
2013).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비보조율 등 정책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980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112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여타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표 2> 국고보조사업 증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고보조사업
총금액

35조 107억

41조 7,716억

46조 7,410억

48조 6,162억

52조 6,125억

지방비
부담비율

35%

37%

38%

38%

39%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3).

국고보조금은 재정책임성 저하를 야기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 발생요인이 되므로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되, 소요된 재원의 상당부분은 지방세 확충에 배정하고 일정부분은
국가가 포괄보조금으로 활용, 광특회계 체제 개편 등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국가적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중복·과잉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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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식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s)제도를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즉, 작고 유사한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교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의 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부득이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교부세나 자주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재원도 원칙적으로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재원의
일부만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국고보조금
분담률 결정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지방교부세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개선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 운용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교부세 금액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고, 사후 이의신청 절차는 두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지는 않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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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변화(단위 : %)
구분

83년-99년

00년-04년

05년

06년-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

13.27

15.0

19.13

19.24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결국 지방교부세의 전체규모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것이
낮아 지방교부세의 세수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부족액)는 전액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재정부족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정률을 곱하여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조정률이 아래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악화되다가 2011년부터 다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내셔널 미니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세 세수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나빠지게 되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결국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재원의 보장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소요분 보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향후 20% 이상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차례 대표발의하였지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본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및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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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지방교부세 조정률 변화추이

조정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764

0.862

0.865

0.889

0.892

0.856

0.856

0.824

0.882

0.925

4)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자체에 넘기는 세금이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가세를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지자체에도 분배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는 가장 다루기 쉬운 세금으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부가세가 늘어나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이 세금이
도입될 당시 세율은 5%로 하되,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2014년 취득세 보전 차원에서
뒤늦게 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 세율을 16%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 인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도록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독창적인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중앙정부는 그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교부세 제도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여지도 있다.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이 당장 제안해 볼 수 있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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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표준세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한도가 원칙적으로 50%인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인 100%로 확장하고, 일본처럼 임의세율이라는 것도 도입해
볼 여지가 있다. 임의세율은 법률에서 세율을 규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재정에 주는 영향
지방자치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권에 의해 초래된 수도권 집중, 지방 불균형 발전,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폐해를 치유할 목적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방자치의 현실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단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는 것
외에는 무엇 하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함께 발전해야 할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고
정책의 주도권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지방자치는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좁은 땅에서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며, 이 참에
지방자치를 그만두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60-70년대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발전모델에 따라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의 계획과 주도 하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발전모델의 성공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정작 국민들조차도 지방보다는 국가중심적인 사고에 공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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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1991년 이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법을
통해 중앙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의 사무와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통행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정부담을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반발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자체를 다른 나라의 지방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형편이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는데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 국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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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은 나지막한 안산(案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은 낙동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원흥마을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산의
이름에 책상 안(案)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괜찮은 문필가 하나쯤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가 빽빽이 들어 선 뒷산을 바라보노라니 민둥산을 넘어가는, 책보를 둘러맨
내 모습이 선명하다. 뒷산 너머에 있던 동산국민학교에 다녔다. 학년 별, 마을 별로
담임선생님이 대장을 정해주었는데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는 그 마을의 실력자를
나름대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장은 학교에서 마을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었다.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를 괴롭히거나 짓궂게 굴면 여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은 가끔 남자로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여자아이들 편을 들어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꽤 좋았다. 남자 아이들에겐 비록
밥맛이었겠지만…. 한번은 삐딱한 친구의 군기를 잡다가 그의 도전을 받아 산꼭대기에 있는
무덤가에서 일대일로 주먹다짐을 했다. 그 친구의 힘과 경사에 밀려 구덩이에 엉덩이가
처박혀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자 항복한다는 다짐을 하고 빠져나온 후, 그 친구에게
주먹질을 하여 울린 적도 있었다. “엉엉, 졌다 캐놓고 와 때리노?!” 그 친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서럽게 울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의 싸움에서는 코피를 내거나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면 이기게 되는 것이 묵시적 약속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나의 행동은
매우 비겁했다고 생각한다.

66 大邱廣域市議會

나의 살던 고향은 -

오 철 환 의원

한번은 산기슭 공동묘지 앞의 얼룩덜룩 이끼 낀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고 혼비백산하여
산을 가로질러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책보에 들어있던 책과 필통을 다 잃어버려
할아버지께 혼이 났던 일도 있었다. 책보는 네모난 보자기에 책을 둘둘 말아 허리춤에
메거나 등짝에 대각선으로 둘러메기도 했는데 도시락에서 김칫국물이 새기 일쑤였고,
뛰기라도 하면 도시락 속 젓가락 달가닥거리는 소리와 필통 속 연필 딸깍거리는 소리가
바쁜 발걸음에 장단을 맞춰주었으며, ‘삔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책이나 학용품 따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내 헌책을 사러 대구역 지하도에
있었던 헌책방 거리에 자주 가셔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망태기를 메고 꼴을 베러 가기도 하고 소를 몰고 낙동강변의
숲으로 풀 먹이러 가기도 했다. 소를 숲에다 풀어 두고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소를
잃어버려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소 찾으러 온 숲을 헤맨 적도 있었다. 결국 소를 못 찾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우리 소가 외양간에서 빙긋이 웃고
있지 않는가! 그 소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던지!
어둠이 내리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졌다. 호롱불 아래서 어머니는 으레 바느질을 했고
우리들은 손을 이용하여 그림자놀이나 ‘묵찌빠’를 하다가 입이 심심하면 고구마나 무를
깎아 먹었다. 그래도 심심하면 사랑방으로 건너가 할머니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으셨다. ‘혹부리 영감’,
‘나무꾼과 선녀’, ‘견우와 직녀’…… 그때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평생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 밤이 긴 겨울밤에는 또래별로 한 집에 모여 화투를 치기도 했는데 내기할
돈이 없었으므로 진 사람에게 벌칙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치서리, 무서리 등을
해오거나 ‘맛방’ 때리기, 공동묘지에 갔다 오기, ‘행상집’(상엿집을 우리는 행상집이라고
불렀다)에 갔다 오기, 여자 친구 데려오기 등이 주요한 벌칙이었다. ‘행상집’은 상여와 제기
등을 보관해둔 집으로 마을 어귀의 산모퉁이에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곳 중의
하나였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싣고 나른다는 사실과 상여의 울긋불긋한 무늬가 무서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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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행상집’을 지날 때면 대낮에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내달리곤 했으니까.
우리는 풀밭에서 ‘삐삐’를 뽑아먹었고, 사루비아를 따 꽃 아랫부분에서 단물을
빨아먹었다. 나는 진달래꽃을 좋아했는데 진달래꽃을 꺾으러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막상
꺾고 보니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긴 철쭉꽃이어서 헛수고한 경우도 있었다. 철쭉꽃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먹을 수 없는 영산홍이나
철쭉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먹을 만한 꽃으로 흔하고 풍성하기로는 아카시아 꽃만
한 것이 없었는데 아카시아 꽃을 정신없이 따먹다가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 퉁퉁 부어오른
끝에 결국 손톱까지 빠지는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감꽃도 좋은 간식거리였다. 온 동네
감나무를 돌며 떨어진 감꽃을 주워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고, 이것을 몇 개씩 주렁주렁
목에 걸고 다니다가 수시로 빼먹곤 했다. 새벽에 돌면 깨끗하고 싱싱한 감꽃을 많이 주울
수 있어서 가을이면 눈 뜨자말자 동네 감나무를 죄다 찾아다녔다. 떫은 듯 상큼하고,
순박한 듯 착한 그 고향의 맛을 지금 그 어디서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 착한 꽃의 판단기준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식용여부였다. 면화가 피기 직전의
봉오리도 맛이 일품이었는데 그걸 따먹게 되면 그해 면화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다.
어설프게 따먹다가 면화밭 주인한테 걸리는 날엔 진짜 혼 구멍이 났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매우 커서 많이 따먹지 못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도 당시 인기 있는 군것질거리였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셔츠 끄트머리를 입에 물고 오디를 따 담은 관계로 셔츠가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 어머니에게 야단맞곤 했다. 마을 뒤쪽에 제법 큰 뽕나무밭이 있었는데 주목적이
뽕잎이었기 때문에 오디는 동네 얘들이 따먹을 수 있게 놔두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같이
우리 집 수박을 서리하다가 들켜서 할아버지한테 쫓겨 달아났던 기억이 난다. 그 날 저녁
나는 바짝 겁을 먹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집에 들어갔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도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다.
동네 뒷산 입구 참나무 아래에 큰 너럭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모여
소꿉놀이를 하며 놀았다. 깨진 사금파리를 그릇 삼고 모래나 흙으로 밥을 짓고 쇠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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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풀을 빻아 반찬을 만들어 앞집의 남숙이와 여보, 당신하며 알콩달콩 놀았던 기억이
새롭다. 남숙이는 지금 어느 누구와 함께 놀고 있을까?
마을에 잔치나 초상과 같은 큰 일이 생기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자기 아이에게
‘정구지전(부추전)‘ 따위를 챙겨주느라 조금 부산을 떨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니 대신 나를 챙겨주셨던 이웃집 아주머니의 순박한 정이 아직까지 내 가슴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 야단법석을 떨며 어우러져야 비로소
잔칫집이 활기를 띄게 되는 법이었다.
원흥동네에서 의성으로 낙동장을 보러가려면 산 너머 ‘용대미’로 나가 버스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야 했다. 낙동강 나루에는 큰 나룻배가 있어 버스도 배에 태워 날랐다.
버스에서 승객을 내리고 배에 버스를 태운 다음, 승객도 배에 태워 강을 건너던 모습은
매우 희한하고 인상적이었다. 그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보고 싶은 마음에 낙동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던 할머니를 따라나선 적이 있었다. 형만 데리고 가려는 낌새를 눈치
채고 발을 동동 구르며 죽어라고 울었는데도 할머니는 나를 끝내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억지로 쫓아갈 수도 있었지만 형이 무서워 포기해야했다. 나를 떨치고 치마를 감아쥐고
도망치다시피 뛰어가던 야속한 할머니의 뒷모습과 혀를 날름거리며 뒤돌아보던 형의
얄미운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버스를 태우고 강을 건너던 그 낙동강 나룻배를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 뱃사공이 노를 강바닥에 공구고 뱃전을 달리며 배를 띄우던
낙동나루는 벌써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육중한 낙단대교가 들어서 그 위로 차들이 씽씽
달리고 있다. 옛날과 같이 나룻배로 버스를 실어 옮기는 낙동나루를 복원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한 번 타볼 생각이다.
나는 지금도 이원수 선생이 지은 ‘고향의 봄’을 들으면 나의 고향, 원흥마을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괜스레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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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환경은 채소, 과일, 수산물(선어) 등 신선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 안전·안심, 웰빙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전재상거래 활성화 등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1988년 조성된 건물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데다 공간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같은 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돼 있기도 하고 중도매인은
거래공간이 부족해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수작업으로 하역해야 하며, 서비스 부대시설인
관련 상가동이 시장 한가운데 위치해 매매 과정의 동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을 받아 대형 트럭의 2층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장 활성화
속도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화재와 같은 안전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상하차 대기시간 증가 및
유통비용증가, 물류기능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이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결과로 이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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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 이전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10년간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번이나 용역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고, 이 기간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설노후화만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고, 특히 2013년 8월 29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해 관련 상가 A동 모두가 재산피해와, 매출손실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고, 안전 등 기본적인 부문에서도 위협받았다. 또한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약 10여년의 기간동안 이전후보지들의 땅값은 2배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들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미루는 동안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많은 피해를 시민들에게 끼치게 된 점은 대구시의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대구시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가는
것처럼 신중함도 필요하겠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전지 결정에 대한 대구시의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의
용역과 2013년의 용역을 살펴보았을 때, 2007년 용역의 기준은 접근성과 기존상권을
유지하는 것을 후보지의 최우선 조건으로 두었다. 하지만 4개 후보지를 두고 연구한
2013년의 용역결과에는 기존상권을 고려하는 변수는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구시의 의사결정에는 이전 후보지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현 도매시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천동 팔달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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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칠곡 전지역에는 농수산물 저장창고, 가공업 등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산업들이 현 도매시장 크기인 5만400여평의 3배가 넘는 크기에 이르도록 지난 수십년동안
자연스레 성장해 왔다. 대구시의 이전지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조용히 견인하고
지역민의 많은 일자리와 삶의 토대가 되었던 농수산물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결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삶이 유지되거나 혹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안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또한 대구시가 의사결정에 참조해야 할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서울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이다.
서울 가락시장은 당초 5040여억원의 예산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계획했지만 순환식
리모델링의 대안 선택과 사업지연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조 2069억까지 크게 증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따라서 대구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시민들의 편의와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본의 츠키치시장의 예이다. 츠키치시장은 현 부지에서 동남쪽으로
2.3㎞ 정도 떨어진 토요스(豊洲)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총 부지면적은 지금보다 1.8배
넓은 40만7000㎡(12만3117평)이다. 3년 전 시작된 공사는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시장
진입도로 정비 등이 남았다. 2016년 11월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에는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소포장·가공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의 유일한
청과부류 도매법인인 시티청과가 중도매인들의 영업 지원을 위해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반입에서 반출까지 출하품의 온도가 관리돼 신선도는 물론 위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대화된 시장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견해다.

72 大邱廣域市議會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칙

최 인 철 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 그 필요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전후보지간 유치노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지역의 기존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이전지를 결정하며 후적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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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시간이 참 빨리간다고 입버릇처럼 계속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7대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은 전광석화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채우고 고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고쳐나가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의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나의 신조입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이런 기본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진정성을 담아 주민에게 다가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전반기 2년간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대구시 예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복편성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필요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특히 여성문화의 현실과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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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포럼 개최 등 소외된 여성을 되돌아보고 여성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으로 인한 칠곡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와 서리저수지의 푸드트럭 도입 및 관광지 개발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 지역 여론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교육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교육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베트남과의 의료관광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베트남관광협회장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였고 특히 양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직항로 개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직접 베트남에 가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등 의료관광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국 청두시 출장을 통해 요커 유치 활동 등 중국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떠오르는 시장인 베트남,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대구시의
천만관광객 유치에 일조하였으며, 관광·의료관광 정책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 구도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블루오션을 찾아나가는 등 정책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팔공산, 송림사 등으로 가는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환승주차장을 확대하고
환승버스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시민과 지역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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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관음시장 및 읍내동 상가, 지역구 전통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토론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물론 우수의정 대상은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의원의
본분에 맞는 자세를 기본으로, 향후 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7대 전반기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향후 ‘대구시의
중요한 먹거리는 문화’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제조업을
뛰어넘는 굴뚝없는 문화산업 발전을 기치로 대구시, 대구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충실한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곳곳 사각지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복지정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촘촘하게 스며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책조언과 현장 방문을 통한 철저한 상황파악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삶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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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습니다.
저는 의원을 시작하면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담긴 수첩을 계속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과 땀이 담긴 수첩들을 보고 있노라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 하고 주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이 충실한 세상,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인심이 살아있고
따뜻한 이웃들과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저 역시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구시 의회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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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 많이 바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인데,
조의원은 남구 의장까지 하고 시의원으로 또 건설교통위원장도 맡고 있지 않나, 내용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힘쓰는 자리이니 좀 도와주시오” 재개발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주민의 하소연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문제는 대구시
전체지역에 걸친 공통적인 사안이지만 주거환경이 특히 열약한 남구 지역에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하다. “예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읍소하듯
호소하는 분들에게 대답은 시원하지만 가슴 답답하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과 수입을 대비한 경제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적정수입이 나지 않고 손해를 본다하면 사업이 될 리가 없고 이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 복잡다단한 법 제도에서 높다란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경직된 도시정책에 머리를 절래절래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의정활동에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법령과 제도의 근간을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 그 권한이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시의원으로서 어디서부터 방법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도 의문스러웠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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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정비사업구역은 225개소로 그 중 준공(31개소) 및 착공(10개소)구역을
제외하고 190여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진행이 대부분 지지부진하고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33개소나 된다.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남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그 절차부터가
첩첩산중이다. 행정청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부터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조합원간 갈등과 대립, 사업성 부족
등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니 개선할 점이 눈에 들어왔다.
대구시에 주문하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례개정도 발의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 열렸다.
몇 가지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조정했다.
3종주거지역을 300%로 준주거지역을 500%로 끌어올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반영했다. 둘째, 1종 주거지역에서 4층까지로 건축이 제한된 것을 7층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했다. 수십여년 동안 제도에 묶인 남구 대명동 등을
비롯한 1종 주거지역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건축조례상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0.8배로 줄였다. 아파트 건축물간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면
대지여건에 따라 건축물 배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성을 높일수 있다. 넷째,
행정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도시계획 심의,
건축심의 등 세 번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하여 단계를
줄였다.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자의 심의부담을 덜어주고 경비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따른다. 다섯째, 높이 9.9m 이상으로 제한된 도심의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다.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물로 도심이 새롭게 변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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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성과는 온전한 개인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동료 의원과 시 공무원,
많은 도움이 있었다.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를 내도록 동기부여와 채찍질을 해
주신 시민의 몫이라 본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다. 공무원의 지원도 있었지만 사실 높은
강도의 반대가 더 많았다. 대화 - 충돌 - 설득 - 이해 - 절충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적으로 얻은게 하나 있다.
‘바로 사람이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 서로 통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다. 그리고 합의는 곧 법이 되고 제도가 된다’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핵심은 소통이다. 스스로 제일 강조하였던 부분이기도 하다. 서로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당장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문제점은 짚어낼 수 있다.
또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종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경험칙상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시 시책 중 특별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시민원탁회의 제도다. 사람은
일단 만나야 한다. 만나야 얼굴 맞대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화 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에서는 시민행복을 표방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시민행복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무엇이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소소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만나는게 우선 아닐까?
의원이라는 신분상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편이다. 또 될수록 많이 만나려고 다리품을
팔아가며 애도 쓴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찾아주는 분들에게는
항상 고마울 뿐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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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재화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상반기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회상과 일들이 나름은 있지만
의정평가서로 대신하고 이제 지나간 상반기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 의안이 16건, 시정질문이 1건, 5분자유발언이 4건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주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여 왔고, 특히 조례안 제·개정에 있어서 주민복지를 위해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 부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철학과 사람이
중심이 돼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젼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주력하여
공약사항 이행과 주민소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약속대상’을 2014년도 수상, 2015년도 수상 등 2년 연속하여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전국 최초로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국가유공자 민원창구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지위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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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뒤돌아보며...

이 재 화 의원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지방보훈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광역시의원 최초로 제1회 2016년도 대한민국 보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현장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만나야 하고 이야기도 하여야
하고 스킨십을 나누어야만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야말로 두발로 뛰어
다녔습니다.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펙트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끝까지 챙기고 확인해서 개선될 때 까지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민원은 지방자치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차 고령화와 재정난은 심화되어 지자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위기의 전초전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복지수요는 지방의 재정을 가뜩이나 압박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민원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땀을 흘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항시 소통하여 일상으로서의 정치, 정책으로서의 정치, 갈등을 해결해 내는
실천의 정치, 주민의 삶 속에서의 현장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묵묵히 서구 지역사회를 지키고 있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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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자

의원

여름이 문턱에 이르면 숲의 나무그늘이 그리워진다. 나무그늘 아래 바람이라도
살랑거리면 휴식은 더욱 상쾌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주말의
산행을 기대한다. 숲에서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을 일깨우고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며,
아웅다웅한 삶이 부질없음을 느끼면서 큰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숲”에서는 장애인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정책의
문제와 과제가 일자리로 귀결되는 시대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자리의 가치는 장애인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당사자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풀타임 일자리가
제공되지는 못해도, 일상에서 보통사람들처럼 아침과 저녁을 맞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인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의 장애인들의 몫으로
나누어 근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일자리이다. 돌봄 전문 인력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돕는다.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숲” 2013년 장애인 직업시설의 모델로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청의 지원으로 설립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 빵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 쌀로 만드는 건강한 빵, 과자, 케익은 이미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구치소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초기에 기계 등 설비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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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늦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작업량으로는 주문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구시와 의회의 협조로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빵 공장 “숲”의 매출은 모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익이 나는 만큼 중중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100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33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일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해야 67명에게
일자리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상담을 마치고 200여명의 예비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판로를 개척하여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중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로서
카페와 스토어 설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 ‘꿈앤카페’와 ‘꿈앤스토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숲”은 지난 해 수성구청에 ‘꿈앤카페 숲’을 열어 2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찾았다. 수성구청
민원실에 쾌적한 카페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은 맛있는 빵과 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직원은 장애인이다.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던 “숲”의 제품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시에는 수성구청을 포함하여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꿈앤카페’가 3개소 마련되었다.
올해 3월 “숲”이 또 다시 장애인일자리를 찾았다. “숲”의 노력과 성과를 지켜보며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지난 해 1월 대구경북병무청을 방문한 당시
병무청장을 만날 수 있었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병무청 내 장애인 판매시설 설치를
건의했는데, 병무청장은 흔쾌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 4호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병무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체검사장 앞에 2층 52.26㎡의 ‘꿈앤스토어’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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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었다. 1년 만에 실현된 ‘꿈앤스토어 숲’의 개소식에는 박창명 병무청장이 직접
내려와 국가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외부단체에 영리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이번에는 병무청이 협력하여
“숲”이 2개의 일자리를 또 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 빵을 만드는 “숲”은 아직도 장애인 근로자가 33명에 불과하다. 카페와 스토어를
개소했지만, 판매량은 많지 않다. “숲”이 장애인 근로자 100명을 채우기 위해 매출을 3배
증가시키는 일은 “숲”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처음 빵공장 “숲”이 문을 열었을
때,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창립기념일 파티에 “숲”에서 생산한 롤케익을 선물로 구매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운동을 위해 대구시는 사회적기업 목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숲”의 빵을 구매하는 대구시
산하기관은 많지 않다. 혁신도시에 들어선 정부 공공기관들은 병무청 신체검사소 앞에 있는
‘꿈앤스토어’의 의미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구청의 공무원 노조와 병무청의
직원복지 프로그램이 “숲”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대구시 자원봉사와 원탁회의 현장에서
간식으로 “숲”의 빵이 등장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의 생일파티에도 “숲”의 케익이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숲”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계 설비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장애인일자리 찾기에 더욱 협력해야한다. 행정 및 공공기관은
‘꿈앤카페’나 ‘꿈앤스토어’를 청사 한 구석에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며, 100인 이상 직원을
가진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86 大邱廣域市議會

“숲”에서 찾은 장애인일자리

차 순 자 의원

“숲”에서 찾는 장애인일자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큰마음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다보면,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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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피어나는 햇살 앞에 꽃들이 하늘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눈웃음 짓는 꽃잎을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밭일을 하시다가도 자잘하게 피어난 꽃을 보시면
‘무엇을 먹고 자랐기에 요로코롬 이쁠꼬’ 하시며
삶의 피곤함을 잊으셨던 어머님 얼굴이 꽃잎에 아른거립니다.

가난에 달구어진 삶속에서도 늘 꽃의 웃음을 배우셨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셨던 어머님이셨지요.
자식들이 다 자라서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삶에 바쁘다 보니
어머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부족해도
어머님은 큰 치마폭으로 감싸서 효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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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늘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울타리처럼 든든하게 생각하셨지요.
아무리 아프셔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내색도 않으시고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면 차곡차곡 챙겨 놓으셨다가
손자손녀 들에게 사랑까지 보태어 주셨지요
평생을 자식들의 거름만 되시고 당신 삶은 늘 고단하셨던
어머님의 고귀한 사랑 앞에 목이 메입니다.

영원히 제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님은 떠나시고,
봄이 오면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꽃잎만이 피어납니다.
꽃을 보며 그리움에 한없이 길을 걷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처럼 어깨위에 꽃잎이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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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년 봄, 신라땅은 지난해 흉년으로 곡식이 귀해 백성들은 소나무껍질을 벗겨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왜의 침략으로 나라동쪽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고자 하는 눌지마립간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간다.
433년, 백제땅에는 가을무렵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였고 고구려는 끊임없이 침략하였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늘앞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433년 7월, 백제 비유왕은 안팎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라에 화친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제동맹’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무려 근 1600여년 전의 역사다. 이후 백제와 신라는 북방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고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무려 120년간 전성기를 맞이 한다. 동아시아에서
거의 한 왕조가 흥망성쇠하는 기간에 버금가는 오랜기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은
세계역사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13년!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을 체결했다. ‘나제동맹’이 체결되고 무려 1580년 후의
일이다. 오랜 세월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되었던 두 도시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지난 세월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나서게 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 확장 개통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새 이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고속도로’라는 새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의 옛이름인 달구벌의 달과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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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름인 빛고을 빛을 딴 ‘달빛고속도로’는 영호남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동반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는 데다가
아름다운 순우리말 이름이라서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토교통부의
동서간 도로명은 서에서 동으로 명명한다는 원칙에 따라 폐기되고 대신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란 새 이름이 정해졌다. 약칭 ‘광대고속도로’! 대구와 광주시민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하고 혐오감을 주는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원칙을 고집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목후는 주왕실을 보좌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태자에게는 구(仇)라는 이름을 주고, 차자는 성사(成師)라는 이름로
주었는데, 한 대부가 탄식하기를 장자에게는 원수를 뜻하는 나쁜 이름을 주고 차자에게는
좋은 이름을 주었으니 장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나라의 이름이든, 도로이름이든, 사람이름이든 좋은 이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달빛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도 아름답고 담고 있는 의미는 더 아름답다. ‘달빛고속도로’는
동서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천년전의 기억을 깨워냈다. 다음 천년을 이어갈 이름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렇다보니 나라에서는 이름을 ‘광대고속도로’라고 지었지만 이미 국민들은
‘달빛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더 즐겨 쓰고 있다. 오랜 전에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정부는
광대란 이름으로 또 한번 생채기를 남겨 놓았지만 달빛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천년 전의 아름다운 기억을 한겨레의 DNA를 통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1580여 년 전의 양 지역의 원대한 꿈이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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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국가재정의 근본을 고려하면 선별적 복지 정책이 적합

강재형

전의원(대구광역시의정회 부회장)

1991년 필자가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장으로 재직할 때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유럽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K상수도본부장과 간적이 있다.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상수도시설을 견학 한 후 계획에 없든
스웨덴을 가보자고 했다. 그때 K본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민선구청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고, 구청장은 주민복지 정책이 필요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가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스웨덴 방문 둘째날 거리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정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가이드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현재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데모라고 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은 후 이해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수당 제공 등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는 것이나 퇴직해서 받는 수당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반대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복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별적 복지란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정책이다. 국가와 사회가
전체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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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의 변동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이 정신적·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도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만
받게 되므로, 서비스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자에게 낙인이 존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특별한 선별적 과정 없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했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선택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빈민의 관계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가 안정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낙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니 들인 비용만큼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한번
정해지면 대상의 변동에도 서비스를 유연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서 보면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스웨덴이 큰 어려움 없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2배이지만 인구는 천만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목재와 항만시설 등 국가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에
공산품 수출에 의존되어 국가재정이 운영된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경우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의회보 제17집

93

특별기고

맞다고 본다. 선별적 복지에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초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무상급식을 하고 남는 재원을 다른 교육정책에 활용하는 정책 전환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금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홍지사는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홍지사의 선택이
옳다고 본다. 2015년 달서구청의 총예산은 5,412억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용이 3,436억원으로 63.5%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행정운영 등 기본 경비가
833억원으로 15.4%,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21억으로 2.2%, 예비비가 72억으로 1.3%,
산업중소기업육성에 65억으로 1.2%, 교육분야가 31억으로 0.6% 등으로 복지비용과
행정비용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달서구민 어느 누구도 국가나 구청의 복지혜택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는 구민이 거의 없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 정부 지원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또는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받는데
고마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두부류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매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댄스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댄스대회에 참가를 위해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면서 장애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학부모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치료에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중물리치료를 받고 장애가 개선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 선택적 혜택을
줌으로써,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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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논단
실리콘밸리, 그 혁신의
경로와 문화, 그리고
‘창조대구’를 위한 시사점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실리콘밸리. 최첨단 기업의 집적지, 인류의 삶을 바꾸는 혁신기술의 요람이자 수십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혁신 주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끈끈한 협력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지금도 실리콘밸리는 고부가가치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혁신과 창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에 분포한 전기전자, 컴퓨터,
바이오 등 첨단기술기업 집적지역을 통칭하며, Google, Facebook, Apple, Cisco, Oracle,
Intel, AMD 등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산호세 국제공항, 두
공항을 연결하는 US101, IS280 도로 주변 반경 50km 공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실리콘밸리는 1차 세계대전이후 1930년대 미국의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1939년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설립한 휴렛패커드(HP)는 실리콘밸리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역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1850년대 미국 서부의 골드러쉬가 시작된 이래 1860년대
대륙횡단철도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Leland
Stanford가 세운 스탠포드대학이 현재의 실리콘밸리 신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H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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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Cisco, Google, Yahoo, Symantec 등은 스탠포드대학교를
배경으로 설립된 기업들이다. 트랜지스터 재료를 게르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대체하여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쇼클리반도체연구소, 이 연구소 창립자들이
세운 Fairchild 역시 스탠포드의 열매로 인텔, AMD, San Disk 등 많은 기업들을
스핀오프하는데 기여하며, 1980년대 컴퓨터 혁명, 1990년대 인터넷 혁명, 2000년대
모바일 혁명을 이끌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성장경로와 성장요인
실리콘밸리의 성공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경로(growth path)로 성장하고 있다.
첫째, 활용(Exploitation)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을 M&A 하거나 그 기술을
매입하고 자사의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Google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활용혁신이 있다. 인터넷지도인 구글어스(Google Earth),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Android),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유튜브(Youtube), 인터넷
전화 구글보이스(Google Voice) 등의 기술은 구글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을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지금은 소셜네트워킹, 무인자동차개발 등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둘째, 탐색(Exploration)은 기존의 상식과 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방법이다. 1976년에 설립된 이후 초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한 Apple은 야심작 맥킨토시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하였고, 200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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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았다.
셋째, 스핀오프(spinoff)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자사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시드머니(seed money)를 확보하고, 이 자금으로 스핀오프 기업을
설립하여 성장하는 방법이다. 테슬라모터스와 스페이스 엑스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페이펄(Paypal)을 이베이(eBay)에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테슬라모터스와 스페이스 엑스는 지금 각각
전기자동차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이들 성공기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실리콘밸리만이 가진 특성들은
무엇인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혁신’(unstoppable
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끊임없이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혁신문화를 창조해내는 실리콘밸리판 혁신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혁신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한 실리콘밸리가 가진 일련의 환경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오늘날의 경제는 디지털경제, 네트워크경제, 글로벌경제로 일컬어진다. 그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생명공학, 전자공학 등 첨단지식산업의 성장과 연관성이
높고, 첨단지식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적자원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 실리콘밸리 주변에 위치한 스탠포드대학교, UC버클리, UC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인적자본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벤처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을 위해 모여들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 이민자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HP를 포함해 Cisco, Yahoo 등은 스탠포드대학 출신들이 세운 기업이며,
Google, eBay 등은 해외 이민자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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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리콘밸리는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 역시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창업초기부터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자본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콰이어캐피털, KPCB(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 벤치마크 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 투자목적의 전문적인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등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선 기업들도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에의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과 엔젤을
통한 시드단계의 투자는 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투자활동 그리고 이들 투자로 성장한
기업들의 자금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셋째, 인적자원과 투자유치여건과 함께 창업생태계에 적합한 기업지원서비스가
전문화되어 있다.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는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역사는 1930년대 HP 설립을 지원한 스탠포드대학교 프레드릭 터먼
교수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세계 대공황 이후 우수한 인력의 유출을 우려한 터먼 교수는
제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대학 인근에 기업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였다. 실리콘밸리의 Y Combinator는 5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시드머니, 자문, 인맥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이 분야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 또한
Plug and Play는 창업기업의 사무실에서부터 DB, 인터넷, 법률, 보험, 글로벌 파트너매칭
지원 등의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며, Google, Apple 등 실리콘밸리 기업 뿐 아니라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넷째, 실리콘밸리만의 개방과 협력 그리고 혁신의 문화가 존재한다. 실리콘밸리는
1850년대 골드러쉬 때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으며, 지금도 이민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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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Google, eBay와 같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진취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협력의 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안정적인 삶
보다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서고 매각을 통한 시드머니 확보, 획득한 부와 경험을
실리콘밸리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다섯째,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적 돌파구와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만든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기업도 기술과 고객
니즈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민첩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1990년대 UNIX 시장을 주름잡았던 SUN Microsystems와 Silicon
Graphics은 모두 1982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SUN Microsystems는 SUN SPARC라는
워크스테이션과 Solaris라는 운영체제, JAVA 언어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며, Silicon
Graphics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이 기술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쥬라기공원, 터미네이터2 등의 영화에도 적용된
바 있다. UNIX 기반의 두 기업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프로세서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었지만 2000년 이후 고성능 x86 프로세서의 등장과 워크스테이션 가격 하락이라는
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SUN Microsystems는 2010년 오라클에 인수되고
Silicon Graphics 2009년에 파산하였다. SUN Microsystems 본사 건물은 현재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혁신에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UN Microsystems의 표지판을 뒤집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산호세 국제공항, 두 공항을
연결하는 US101, IS280 도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기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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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자신이 가진 핵심역량에만 집중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글로벌 소싱과 글로벌생산을
통해 해결할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앞서 열거한 풍부한
인적자원, 투자생태계,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 실리콘밸리만의 개방과 협력
그리고 혁신의 문화는 창업과 성장에 있어서 무형의 인프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다.

‘창조 대구’를 위한 시사점
실리콘밸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창업 10년 내외의 기간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역사는 길게는 1850년 골드러쉬 시대에서부터 짧게는 HP가 설립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과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최대 수혜자로
전후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빨리 성공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하루아침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러한 꿈에서는 빨리 깨는 것이 좋다. 최근
실리콘밸리를 닮아가고 있는 중국의 심천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심천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별구역으로의 지정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300만여 명, 면적은 4,800㎢로 대구 전역과 경산, 영천, 구미 등
대구 인근의 도시들을 합한 것 보다 넓다. 실리콘밸리를 대구의 한켠으로 옮겨 구현하려는
시도 보다는 먼저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협력적

의회보 제17집

101

학계논단

생태계를 보여준다.

<그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생태계

문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도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Hammer와 Champy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추진했던 미국 기업
중에서 약 70% 정도는 성과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조직상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BPR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업들이 BPR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BPR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은
결국 BPR의 추진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적 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성공에는 품질관리분임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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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장으로부터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성공사례에
대한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의 모방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BPR과
품질관리분임조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문화를 옮겨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점도 바로 오랜 세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실리콘밸리만의 개방과 협력 그리고 혁신의 문화이다.

창업과 투자의 생태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은 작은 혁신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대 벤처캐피탈을 보완하는
다양한 보완적 장치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능력에 기인한다.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소싱 등은 대표적인 보완 아이디어의 예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거대 벤처캐피털
사이의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방 벤처캐피털이 설립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은 열악한 형편이다. 국내 대부분의

<전국 엔젤클럽 현황>

벤처캐피털과 엔젤클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클럽수

회원수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도 수도권 자본에

서울

107

3,807

의존하고 있다.

경기

12

307

부산

9

134

경남

7

153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로부터
성공한 기업들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재투자되는

광주

5

116

선순환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반으로

대전

4

98

강원

3

33

인천

2

49

매각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하여 새로운

전북

2

49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제주

2

31

대구

2

31

울산

2

18

충남

1

23

합계

158

4,849

성공한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글로벌기업에의

대구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로 창업에서
성장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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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업종확장 혹은 전환을 위해 시장을 주도하고 혁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앵커기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앵커기업의 존재는 창업과 투자생태계의 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는 소홀하였다.
창업은 혁신의 기반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성숙된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매우
중요하며, 창업 활성화는 혁신의 선순환 과정 구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정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창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온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형 창업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세계적인
저성장, 저소비 추세 즉 뉴노멀(New Normal)시대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판 뉴노멀인 신창타이(新常態) 국면에서 중국정부가 내세운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이란 개혁방향은 눈여겨 볼만하다.

자구적인 성장의 계기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는 1850년대 골드러쉬,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한 방위산업 등 성장을 위한 계기가 제공되었고, 그 계기를 충분히 활용한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문샷(Moonshot)과 풀스택(Full Stack) 신생기업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과감한 투자를
상징하는 용어로 문샷은 아폴로계획에 따른 인간 달착륙과 같이 10%가 아닌 10배 혁신을
미개척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최근 구글의 모토이기도 하며, 풀스택은 특정 과제나
기능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을 의미한다.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처럼 전대미문의 문화 창출과 예상치 못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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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의 발생이 아니더라도 시민의식 전환이나 자발적인 산업혁신 같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문샷 혹은
풀스택 기업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Do Moonshot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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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구시가 2009년부터 ‘메디시티 대구’를 슬로건으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관문공항의 부재 등으로 교통의 불편과
관광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의 외국인 환자수의 급증은 영남권 신공항
조성추진 등에 맞춰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메디시티 대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선 대구의 의료 관련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5km 반경 내에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의 의대와
대구한의대의 한의과대학 등 5개 대학과 각 대학부속병원이 있다. 그리고 미세수술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W병원 등 전문병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500년이 넘은
대구약령시가 있어 양방과 한방을 아우르는 최적의 의료관광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돼 있고 대구시 수성구에는
수성의료지구를 조성중이다. 이처럼 의료와 관광, 의료기기산업 등이 어우러져 ‘메디시티
대구’의 기반이 다져가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침체되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구가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장기적
발전전략 및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각 의료기관, 관광협회 등의 각 기관별 역할인식과
추진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남권 신공항 조성을 앞두고 의료관광산업이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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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산업으로 추진돼야 글로벌 대구를 위한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구시의 외국인 환자유치현황과 향후 외국인 환자유치계획을 살펴보고
대구시와 각 관련 기관들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2. 대구시의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
대구시는 2009년부터 ‘메디시티 대구’를 슬로건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 2009년
2천816명을 시작으로 2010년 4천493명, 2011년 5천494명, 2012년 7천117명, 2013년
7천298명, 2014년 9천871명, 지난해 1만2천988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대구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수는 서울(16만5천689명), 경기(5만6천603명),
인천(1만6천153명), 부산(1만3천28명)에 이어 다섯째이다. 1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5개 광역 시·도 중 전년 대비 증가폭이 경기(41.5%)에 이어 둘째로 높은 31.6%를
기록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부산(전년대비 5.0% 감소), 인천(전년대비 8.7% 감소)의
유치인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달성한 것으로 대구시가 국제공항 부재 등 수도권에 비해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를 극복하고 거둔 성과로 주목 받고 있다.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4천632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3천864명(29.8%), 베트남 809명(6.2%), 필리핀 386명(3%)
순이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 및 치료한 대구지역 병·의원은 82개 의료기관이다.
이 가운데 10명 미만이 찾은 의료기관은 32개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1천명
미만의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3개(3.6%), 1천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도
5개(6.2%)나 됐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을 전국
최초로 지정받아 해외환자 유치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왔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 최초 시작 이후 7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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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는(’00~’16년) 등 적극적으로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또 중국
진출 지역기업의 대규모 인센티브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외국인 환자
전용보험 가입 및 의료분쟁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대구의료관광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3. 향후 대구시의 외국인 환자유치 계획
대구시는 올해 해외환자 2만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중동·러시아·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구의 우수한 의술을 소개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현지 병원 및 홍보관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증증 질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대학병원과
함께 현지 에이전시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규모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건강검진상품 및 치맥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병원 진출을 확대해 의료관광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 2만명을 넘어 2020년까지 5만명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메디시티가 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타지역과의 차별화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구시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전략적 측면과 의료측면, 관광측면
등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대구시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은 어떻게 해야하나?
대구지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2분법적 시각으로 의료와 관광분야를
나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구의료의 특화와
차별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중요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찾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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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검진이나 가볍게 수술이
가능한 성형과 피부미용 등을 위해 찾는 외국인이라면 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의료관광은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과 관광
관련 기관 등이 힘을 합쳐 의료서비스의 차별화와 관광 및 먹거리, 여가문화상품을 개발해
고객을 창출해나갈 때 의료와 관광의 부가적인 시너지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먼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메디시티 대구’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목표와 전략의 구체화
및 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구시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의 목표로 정했다면 대구시와 각 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로드맵과 추진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료관광분야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수익모형이 창출되지 않으면 대구지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단발성에 그칠 것이다.
의료측면에서 제언을 하자면 둘째 대구의료의 차별화를 위해선 외국인 환자들이 자주
찾거나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질환별 치료프로그램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해 찾아오는 대구의료의 명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들이 쉽게 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대구지역 의료선도기관을 세분화하고 의료기관별 질환치료의 방법과
기간, 각 질병별 진료프로세스를 외국인 환자들에게 미리 제시해줘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암이나 척추질환 등은 양한방 협진의원이나 전문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대구의 명품화를 유도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셋째, 외국인 환자확보를 위한 환자유형별 국가별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국가별 고객확보
및 고객만족도 제고전략이 필요하다. 대구지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선호요인과
환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의 발굴을 위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고객맞춤식 서비스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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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상품 등 국내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목적과 국가별 보험제도의 불편 등 고객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외국인 환자들이 쉽게 대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선 국가지정 송출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외국인 전문치료병원인 국제병원설립 등 의료특화지구조성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의료관광을 향후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시키려면 종전
수성의료지구에 추진해왔던 선진국의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문치료병원인 국제병원을
유치해 외국인 의료특화지구의 조성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의료관광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기도 3개병원이 카자흐스탄송출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대구시도
카자흐스탄 등 국가별로 송출병원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선 의료관광홍보센터 개설이나 여러
해외의료기관과의 의료기술교류 등 해외거점의 다변화와 1차 진료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외국인 환자유치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지고객확보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 거점을 러시아권은 물론 의료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선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선 현지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립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의료기관을 환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1차적인 진료를 하는 합작병원을 운영하는 방안검진이나 간단한 시술은 현지에서 하고
난이도 있는 치료는 대구에서 하는 운영체제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여섯번째, 의료사고에 대비한 진료와 진료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보험가입의무화 등
신뢰보증서비스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가장 먼저 보험사와 외국인환자 치료
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다.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의료사고배상보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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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채널을 통한 상호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의료의 차별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그치지 말고 의료와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에 관광측면에서 대구시와
의료관광진흥원, 의료관광협회 등 각 관련 기관과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일곱번째,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선 의료와 치맥축제 등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양한 의료관광상품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건강검진이나
피부미용, 성형 등 가벼운 치료를 위한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관광상품이 중요하다.
대구지역 축제와 근대골목투어, 경주의 관광지, 최근 개장된 서문야시장과 대구
수성못주변의 야경, 대구의 외국인 먹거리와 볼거리 등 경북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상품의 기획과 홍보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대구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육성 등 대구만의 지원과 의료관광 관련 참여기관의 수익모형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참여기관의 수익모형이 창출되지 않으면
정책지원이 흐지부지되면 바로 중단된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의료관광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대구의료관광산업 발전의 생태계 조성과 각 기관들의 수익모형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육성책이 시급하다.
아홉 번째,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등 의료관광산업의 지원기관과 의료기관, 관광협회
등이 협력공조체제를 구축해 의료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 대구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에게 통역, 차량, 번역, 숙박 지원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치료와 관광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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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관광상품의 고급화 등
가격차별화를 고객창출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국가별 고객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 지나친 가격경쟁보다는 상품의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의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중동 등 보다 고급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고급화 전략도 필요한 때다.
마지막으로, 대구 보건·의료계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참여로 의료관광산업 뿐 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의료기기산업 등 연관된 사업의 공생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의료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와 관광 외
의료기기, 다른 관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가 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은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의료관광 관련 기관들이 타 시·도를
따라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 조성 등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관광업계 등
관련 기관들이 공생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의료관광도시 대구는 한낮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대구시의 슬로건인 ‘메디시티 대구’건설을 위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각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관련기관들의 상생을 통한 공생모형 구축으로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성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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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대한 제언(提言)
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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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버스는 아주 중요한 도시교통수단이다.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원만한 도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발 같은 역할을 한다. 시내버스는 노선을 정해놓고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지만, 노선변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높다. 또한,
승용차와 비교할 때 수송효율이 높고, 1인당 운행비용이 저렴한 장점도 있다. 최근에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행, 자전거와 함께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한 가지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하지만 버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시교통 수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시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다.
그간 제시된 많은 개선방안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과제들을 여기에
또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정책들
중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라도
올려보고자 함이다. 그리고 혹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공론의 장에 나오길
기대하며 생각했던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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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제기와 개선의 필요성
대구시는 승용차 이용이 아주 편리한 도시이다. 도로율은 23.9%로서 우리나라
7개 대도시 중 4위이지만[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인용], 도로망체계의 구성은 아주
양호하다. 3개의 순환도로망이 있고, 지역 간 교통을 외곽에서 처리하기 위한 4차
순환선의 완전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가 외부와 연결되는 8개 방사도로와
동서를 연결하는 달구벌대로, 남북을 연결하는 신천대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두시에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구시의 버스 이용수요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2012년 1월과 2016년 1월의 이용객수를 비교할 때 년평균
3.1% 증가하였다[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발췌·분석]. 그동안 버스에 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고,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증가폭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율은 약 30%정도이다. 도시철도가 3호선까지
운행하고, 버스노선이 정비되었고, 각종 교통정보제공과 무료환승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이 저조한 수준이다.
버스는 특징상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계층(Captive Rider)을 위한 것이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층(Choice Rider)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구시는 승용차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승용차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버스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중 하나이다.
도시권의 1일 총통행수요는 고정되어있고, 이 수요가 수단별로 적정하게 배분되는 가운데
전체 교통시스템이 구성되고, 유지된다. 버스의 이용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다른
수단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의미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무엇, 즉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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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방안
1.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라고하면 보통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를 지칭하지만, 대중교통이용객의
숫자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고령자 계층이 교통약자의 으뜸일 것이다.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규정하는데, 대구시는 2018년쯤 고령인구 비율이 14.8%를 차지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37만명 정도인 이들은 소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통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그중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철도보다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는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체적인 특성상 인지·반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고,
편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특성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의미가 없고, 재정적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통행목적과 기종점, 이용빈도, 이용시간대, 이용장소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맞춤형 서비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나 버스정류장이 파악되면, 좌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정류장에서는 반드시 정위치에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최소한 고령자가 버스를 찾아 승차하는 현상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하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상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둘째, 대형병원이나 고령자 이용시설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이동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도로 반대편 이용이 편리하도록 횡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개승강장(Shelter)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의자도 충분히 확보하고, 조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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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의 글자크기도 확대하는 등 정류장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쉽고, 정확한 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스마트기기의 조작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에게는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원 터치(One
Touch)만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버스우선신호 도입
시내버스 운행서비스의 지향점은 안전을 기본으로 한 편의성 및 정시성의 확보와
통행시간의 단축이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통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버스전용차로의 국토교통부
설치지침[2008]에 의하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100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하는 조건’ 등 계량화된 척도에 의한 획일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버스전용차로를 적용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가 곤란하다. 버스전용차로
망(網)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확대하고자 해도 이 규정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침에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활성화와 편의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늘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버스전용차로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1991년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20개 구간에 117.2km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길이는 일반국도나 지방도를 제외하고 대구시 도로만을 기준으로 해도
5.26% 밖에 되지 않는다[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발췌·분석]. 그래서 아직 미연결구간이
많고(그림 1> 참조), 계량화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여건상 도입이 필요한 구간이
많다. 이 구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거나, 대구시의 주요 간선도로,
즉 3개의 순환선과 8개의 방사선 상에 있는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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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구시 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
출처) 유영근·정웅기, 버스우선신호 적용효과와 과제, 2016

버스우선신호란 신호교차로에 접근하는 버스에게 녹색신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서
무정차 통과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다. 버스가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녹색시간을 조기등화
시키는 방법과 녹색등화 종료시점에 버스가 도착했을 때는 녹색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적색시간의 중간에 별도의 녹색현시를 만들어 버스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들을 통해 교차로에 도착한 버스는 가급적 연속진행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목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수립이나 기술개발은 이미 완료되어있고, 영국 등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효과 또한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기의
방법들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버스의 통행시간은 최대 4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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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교차로에서의 지체시간도 최대 3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발전연구원, 2006].
대구시에 버스우선신호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예측한 사례도 있다.
유영근·정웅기[2016]에 의하면 교차로 우선처리비율이 50%에 달할 때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단축은 13.8%에 이르고, 통행속도는 16.0%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과 연계해서 버스우선신호를 도입하면 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버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승용차를 비롯한 일반차량의
통행에는 약간의 통행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통행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대구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 우선이 교통정책의
기본임을 생각한다면 당위성은 충분하고,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우선신호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과 Software를 개발해야 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만, 도입했을 때의 효용성을 생각하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에서 어차피 갖추어야 될 필요시스템이라면,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다.

3. 적절한 환승지점의 제공
도시 내에서 개인이 통행하면서 수단을 바꿔 타는 환승은 흔히 발생한다. 수단간 다양한
환승이 이루어지지만, 도시철도와 도시철도간의 환승은 고정된 노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환승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와 도시철도간의 환승이나, 버스와
버스의 환승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승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승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노선에 따라 때로는
쉬운 환승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승을 한다.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은 어차피 원하는 목적지를 한 번에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환승을 하더라도 환승횟수에 대한 대구시의 총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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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총통행거리와 총통행시간도 최소화하는 지표(Performance Index)를
관리해야 한다. 불가피한 환승에 대해서는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승관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승관리의 한 방법은 버스와 버스간 환승에서 최적의 환승지점을 찾아 노선체계
구성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시설간 버스이용 수요가 많다면,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가장 적합한 환승지점을
찾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노선을 제공하고, 수요에 따른 적절한 배차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환승관리라 할 수 있다. 핵심 환승지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환승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면 앞서 밝힌 지표관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스이용자들의 통행 기·종점 자료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대구시의 버스이용자들은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차지점에서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한번 더 체크만 하더라도 통행 기·종점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다.

4. 개인 대상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첨단기술에 의한 스마트시스템이 교통부문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었다. 대구시도 2006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도착예정정보,
날씨정보, 웹기반 버스노선정보가 대표적이고, 버스운전기사나 회사, 구·군청, 센터에서
관리하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소위 교통분야에서의 빅 데이터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용한 표현기술이나 활용사례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우리도 적극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는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혼용하여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현재 버스정보안내기나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버스이용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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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중심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현장, 즉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이용자가
정류장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미리알고 정류장을 이용한다면 이용자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중심의
정보서비스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류장
번호를 입력하고, 이용 가능한 버스노선번호를 사전에 알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많이
사용하는 정보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웹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중 재차인원정보(차내 혼잡도)와 목적지까지의
도착예정시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버스정류장에서의 동영상 정보제공, 교통카드
잔액조회 기능, 햇빛 휴대폰충전기 설치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소위 유-쉘트(Ubiquitous
Shelter)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마케팅전략 개발
대구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가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를 대구시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매년 재정지원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6년 400여억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년간 1,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증가함으로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이 증가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료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한가지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운영자, 즉 버스운송사업자도 수요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계획된 운행스케줄에 따라 운행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운행방법을
찾고, 새로운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영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구시와
협력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타요버스’를 도입하면서 어린이의 동심을 자극하고, 성인들의 향수를 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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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대한 친근감을 아주 크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면서 수요증가와 이미지 개선에 성공하였다.
2014년에는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뉴스’에 ‘타요버스’가 9.7%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인용].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타요버스’가 등장하였고, 대구시도 ‘시티투어버스’에 ‘타요버스’란 이름을 덧붙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선점했을 때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뒤따라 실행하는
쪽에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차라리 벤치마킹하여 팔공산 갓바위나 근대골목을
캐릭터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여튼 서울시의 ‘타요버스’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대중교통에 적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 곁에서 필요할 때 항상 같이할 수 있는 친근하고, 편리한 이미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서비스전략이 필요하고,
시내버스는 단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중 하나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자, 시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서울의 타요버스와 대구의 시티투어버스(타요버스)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0271, http://www.daegucitytour.or.kr/02_info/sub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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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시민의 관점에서 몇가지 개선 희망사항을 제안하였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모든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사람임을 명심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시대상황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람우선의 교통정책이고,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대구시의 도로소통 상황은 국내외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에 비해 아직도 양호한
수준이다. 그래도 미리미리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교통부문에서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논어(論語)에 이런 말이 있다. ‘學問(학문)은
如逆水行舟(여역수행주)하니, 不進則退(부진즉퇴)니라’. 학문은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힘써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을 대구시 교통에
대입하면, ‘현재 큰 문제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한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용지침, 2008
2. 대전발전연구원, 버스우선처리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 버스우선신호를 중심으로, 2006
3. 유영근·정웅기, 버스우선신호 적용효과와 과제, 2016
<인터넷 사이트>
1. http://businfo.daegu.go.kr/ba/page/busstat.do
2. 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8:256#a02
3. http://statistics.daegu.go.kr/
4. http://businfo.daegu.go.kr/ba/bms/bms.do?bms=01
5.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0271
6. http://www.daegucitytour.or.kr/02_info/sub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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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이선봉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정의와 특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라 함은 자동차 기술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고성능화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모듈 등의 제조에 직접 관여하거나, 각종 고부가가치 부품의 제조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정의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 하지 않아도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기능적 분류로 크게
“인지–판단–제어”로 나눌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운전자의 주행조작 개입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5단계(레벨0～레벨4)로 구분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준

정의

개요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운전자가 항상 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 등 안전에 민감한 기
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등 안전 조작에 책임

Level 1

기능 제한 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의 일부 기
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예)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차량자세제어, 자동브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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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Level 3

Level 4

조합 기능 자동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어떤 주행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
동. 단 운전자가 여전히 모니터링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자동
차 제어권을 소유
예) 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 차선중앙유지, 핸들과 페달 제어

제한된 자율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가 제어가 필요한 경
우 경보신호 제공
·운전자는 간헐적으로 제어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배경과 관련 산업 범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발전은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안전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적
발전의 “규제이슈 대응”,
두 번째, 사회와 공존하는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운전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위한 “사회이슈 대응”,
세 번째, 자동차, 정보통신, 첨단교통, 서비스 회사 등 이종 업종간의 연계 가속화로 인해
서비스 중심의 新사업 모델 출현 가시화에 따른 “경제이슈 대응”,
네 번째,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 가속화 및 자동차의 전자화 확대로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기술이슈 대응”이 그것이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부품업체들이 자동차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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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판단

제어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동향 분석
3.1 시장 동향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들은 상용화 되어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관련기술을 활발하게 개발하여, 2020년경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 등장, 2025년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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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기관

내용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2020년 레벨 3단계(구글카 등)의 양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2025년 레벨 4단
계 완벽한 자율주행자동차 등장 전망

맥킨지

·자율주행자동차가 2025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해 2030년
보편화되고, 교통사고 90% 감소, 연 1,900억 달러 비용 절감 예상

IHS오토모티브

·자율주행자동차는 2025년 23만대에서 연 48.3% 증가해 2035년 1,180만대에
달하고, 2050년 대다수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되어 8,000 만대 이
상으로 늘어날 전망

ABI Research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규모는 2024년 110만대에 달하고, 2035년 4,2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모건스탠리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Navigant Research

·2026년 모든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 예상
·2035년 세계 판매 자동차 4대 중 1대는 자율주행자동차이고, 완전 자동주행
자율주행자동차는 1,200만대, 부분 주행 자율주행자동차는 1,800만 대에 달
하며, 2025년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4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가격은 2,000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예상
·2035년까지 연간 9,500만 여 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생산 돼 승용차 매출액
의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

Daimler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가 2025년이면 시장에 등장할 것

Navigant

·2035년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판매의 75% 차지할 것 판매 예측(2020년
8,000대 → 2035년 9,540만대)

Nissan
Insurance I/F
Continental
Google
IEEE

·2020년까지 도시에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기까지는 20년 이상 소요될 것
·완전 자율주행이 2025년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
·2018년 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출시 계획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의 75%가 자율주행자동차 대체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보급 이전에는 일반 차량에 특정 기능의 자율주행시스템
장착되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능은 다차로차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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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지원 기능을 장착한
半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자율주행시스템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지원

2015
수량

2020

2025

2030

2035

18

9,700

68,458

105,570

119,491

0.0%

9.9%

64.0%

90.8%

94.0%

수량

225

33,113

92,527

108,193

121,204

장착율

0.3%

33.8%

86.5%

93.1%

95.3%

15

11,116

66,372

95,404

110,843

0.0%

11.3%

62.1%

82.1%

87.2%

0.6

1,419

27,438

76,804

108,999

0.0%

1.4%

25.7%

66.1%

85.7%

장착율

수량
장착율
수량
장착율

※ 출처 :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 Q3 2013)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 전망은 Navigant Research와 IHS Aitomotive의 예측을
인용하였고 아래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2035년도를 기점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예측 】

※ 출처 : Naviga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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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판매 전망 】

※ 출처 : IHS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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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 동향
앞에서 열거한 산업적 배경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안전 및 운전 편의성을
동시에 지능화된 안전기술 발전 가속화되고 있다.
【 자동차기술 발전방향 (출처 :

현대기아자동차)

】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종횡 방향 인지·제어
기술은 안정성 검증을 통해 상용화 진행 중이며, 미국의 경우 현재는 초기 발전이나
2020년까지 ADAS의 장착 활발할 것으로, 2020년대 초중반 자율주행기술 완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일본은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 초반 자율주행
3단계 완성, 2020년대 후반 완전 자율주행 완성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은 2020년대 초반 자율주행 3단계 완성, 2020년대 후반 완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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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기술

(출처 : 현대기아자동차)

】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구글은 물론 글로벌 OEM업체들과 부품업체들까지 활발한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출시시기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캘리포티아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물론 2015년 기준으로 이미 100만km
이상의 시험주행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OEM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상용화 시기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가장 공격적인 것은 Renault로 비용 문제만 없다면
2016년에도 충분히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2016년까지 ASCC(Advanced Smart Cruise Control)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30 大邱廣域市議會

이 선 봉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 주요 업체 자율주행자동차 】

4.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4.1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슈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ICT-첨단도로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R&D·사업화” 전략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융합형 연구 인력의 수요 증가를 대비한 “선도 인력 양성”, 단위 기업이 할
수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평가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한 “규제
개혁”과 사회적 수용성 검토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재정되는 국제 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4.2 지역 주력 산업 현황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은 고용률 현황 기준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는
전국대비 약 5%이내 수준이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4%,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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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비(1.2%, 1.7%) 낮다. 또한,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63.8% 수준으로 16개시도
중 16위이고, ’09-’13년 5년간의 CAGR은 2013년 기준, 3.1%로 전국 16개시도 중
11위로 열악하다. 그러한 이런 가운데에서도 대표 주력 산업의 사업체수 성장률 변동은
고무적이어서 2009년 대비 2013년의 성장률은 전국과 비교하면 26.7%p 전국보다 높다.
또한, 종사자수 변화 추이는 2009년 대비 2013년 성장률이 주력산업 20.1%, 협력산업
17.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대표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추이는 2009년 대비
201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주력산업에서 102.9% 증가하였다.

4.3 지역 주력 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산업
우리 지역의 열악한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2007년부터
시작된 대형 정부사업을 수행하며 구축한 시험평가 인프라, 선행 연구 개발로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21%, 자동차부품 100대기업 중 대구지역 11개 기업을 배출하는 등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결과 ’14년 기준 ’99년 대비, 출하액(200%),
부가가치(110%), 사업체, 종사자 증가 등의 비교적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 전국대비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규모

전국대비 비중

지역제조업대비 비중

구분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

자동차 부품

491

16,919

47,646

6.8%

9.1%

7.2%

0.3%

9.8%

16.8%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종사자 현황 】
구분

기업분류 (명)
1~4

5~9

합계

10~49

50~299

300 이상

총계

사업체(개)

174

106

280

141

62

8

491

비중(%)

35

21.6

57.0

28.7

12.6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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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연평균성장률(CAGR) 】
2년간(’12-’13)
CAGR

구분

3년간(’11-’13)
CAGR

5년간(’09-’13)
CAGR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자동차 부품

12.9%

10.2%

1.3%

10.0%

8.9%

5.6%

10.4%

8.5%

14.3%

또, 2014년말 기준 전국 대비 업체 수 294개사로 6.4%, 종사자 수는 5.6%, 부가가치액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수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범 자동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 금속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체 수 비중 56%, 종사자 수 비중 56%, 생산액 비중 61.6%, 부가가치액 비중 59.5%로
명실상부 대구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대구 제조업 대비 자동차부품업체 현황 】
구 분
전제조업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생산액

%

부가가치액

%

3,308

100

112,258

100

282,002

100

96,881

100

1,852

56.0

62,848

56.0

173,812

61.6

57,685

59.5

기계산업

762

23.0

22,772

20.3

60,559

21.4

20,980

21.6

금속산업

796

24.1

21,036

18.7

53,446

19.0

19,254

19.9

자동차부품

294

8.9

19,040

17.0

59,807

21.2

17,425

18.0

소 계

그러나, 대구 지역의 주력 대표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장밋빛만이 아니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의 투자비, 인력수, 조직수 등은 증가추세이긴 하나
전국비중은 1~4%대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통계 수치만 보아도 전국은
연구개발투자비(11.8%)와 연구개발조직수(13.7%)는 대폭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구는
연구개발 인력은 5.1%로 낮고, 특히 연구개발인력수는 2.3%로 증가율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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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명, 개, %)

구분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
인력수

연구개발
조직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전국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949

11.8%

대구

530,827

590,020

678,396

839,431

821,246

11.5%

(기업)

323,234

356,300

422,056

540,862

477,251

10.2%

비중

1.4%

1.3%

1.4%

1.5%

1.4%

전국

466,824

500,124

531,131

562,601

569,333

5.1%

대구

12,119

12,241

13,021

13,800

13,287

2.3%

비중

2.6%

2.4%

2.5%

2.5%

2.3%

전국

16,497

17,863

21,853

25,248

27,589

13.7%

대구

693

716

865

955

969

8.7%

비중

4.2%

4.0%

4.0%

3.8%

3.5%

※ 출처 : 2013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지방과학기술산업 Scoreboard(KISTEP) 기준

4.4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맺음말
이미 우리 대구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2007년부터 산학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래형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기반 확충을 위한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수행했다.
※ 사업목표 : 주 행 시 험 장 및 자 동 차 부 품 연 구 원 대 구 경 북 연 구 센 터 구 축 을 통 한
지능형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성능내구 평가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0.06 ~ 2015.11 (66개월)
※ 총사업비 : 1,5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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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2014년부터 준비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사업목표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6 ~ 2022
※ 총사업비 : 1,455억원

이렇게 대구 지역은 지능형자동차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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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지능형자동차부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온 결과,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융합부품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잘 구축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동차융합부품의 경우 일부 중견기업 위주의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아직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은 부족하고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고급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나 역외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양성 및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융합부품산업 성장 및 발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프라, 인력,
R&D, 사업화 분야에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며,
新산업가치가 사슬을 형성하고 산학연관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를 구현하여 타 산업
및 타 권역으로의 기술을 확산시켜 미래유망기술 선점으로 세계 자동차시장 변화에 지역
기업 미약한 대응력을 키워,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의
세계시장 조기 확산에 대응하도록 구조전환 및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C-Auto 2030 기획 사업은 아주 고무적인 활동으로,
참여한 전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작성한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 구축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험평가시설”과 “연구개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며 시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한번에 푸는 “규제프리존”등의 사업방안들을 하나씩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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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가정책의 4대강사업에 의하여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가 설치됨에 따라, 보 구간별 수리
및 수질특성의 뚜렷한 차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의 수리 및 수질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수질보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자연하천의 수질은 체류시간과 유하시간이 짧으며, 현탁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공업 및 농업용수에 적합하며, 유입오염물질에 의하여 수질이 쉽게 결정되고, 기상조건이나
주위환경에 영향을 빠르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보가 건설됨에
따라 각 보 구간별 수괴는 자연하천의 특성보다 오히려 폐쇄성 수역의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갈수기의 수자원 확보 목적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 시설 설치
전·후의 계절별 수질변화가 매우 상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쇄성 수역의 수질특성은 체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입된 현탁성 성분이
용해성성분으로 전환되는 수질 특성이 형성되어 용존성 오염 물질들이 증가될 경우,
조류발생 등 수질악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 구간별 유입지류하천의 수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량오염관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류로 갈수록 목표수질의 오염농도가 높아지고, 보 구간별 부영양화
진행속도가 상이하며, 수질변화특성의 차이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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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은 EPA의 부영양화지표상의 인의 농도 보다 5∼10배 정도
초과하여 이미 유입되어 있으므로 내부부하의 저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부하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과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외부 부하감소의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낙동강 보 구간별 특성중 상류구간은
축산폐수, 생활하수와 농경지 유출수 등의 비점오염원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하류구간은 인구 밀집의 대도시 형성지역으로 하수 및 산업폐수의 영향이 크며, 큰
수량의 유입지류 등으로 보 구간별 수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갈수기에는 상대적인 유입 부하량의 증가로 수생 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입된 영양염류 부하량의 증가와 수온변화에 의해 빈번한 조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질의
변화특성과 내부부하를 규제하는 파라메타의 설정을 결정하여야 하며, 실험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 현행과의 상이한 수질관리체계의 제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금호강이 유입되는
달성보를 대상으로 보설치 전후의 수질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금호강의 지류 유입
부하량을 조사하여 낙동강 본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강정고령보의 현황
2012년에 완공된 전국 4대강의 보설치는 16개소에 달하며, 그중 낙동강에 절반인 8개의
보가 설치되었다. 낙동강 상류에는 상주보, 낙단보, 칠곡보가 있으며, 강정고령보 하류에는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이 있어, 대구광역시의 소재인 강정고령보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총 470km 구간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용수 확보량은 10억 2,000만m3으로 건설되었고
홍수 조절량이 6억 1,000만m3으로 증가하였다.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강정고령보의
연장은 945m(가동보120m포함)이며, 가동보는 Rising Sector Gate 형식으로 원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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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켜 비체를 상하로 개폐함으로서 수위조절 및 배사성능이 우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낙동강의 8개 보중 가장 저수용량이 큰 1억 7백 7십만m3을 나타내고 있다.
한 공도교는 길이 810m, 폭 13.3m이며, 친수시설로 연결되는 1.1m 폭의 보도를 별도로
설계하였다. 소수력 발전은 3,000kW(1,500kWx2)를 적용하였으며, 어도는 아이스버스식
어도(1/20)와 자연형어도(1/100)의 2개소로 설계하였다.
달성보와 그 외 보의 제원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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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변화
1) 보 설치 전후의 수질변화
(1) 연도별 유기물의 농도변화
2005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월별 BOD, COD의 수질변화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조사지점은 강정고령보의 상류 성주대교, 달성보의 상류 사문진교 및 성산대교, 하류
박석진교까지 보 설치 전·후의 수질을 조사·분석하였다. 보 설치 완공시점인 2012년
3월의 경우는 밑의 그림에서 처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림 1 보 설치 전·후의 BOD 및 CO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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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OD의 2005년～2015년까지 연도별 수질변화를 보면 2014년 BOD농도가 평균
2.77mg/L로 가장 높았으며 보 설치 완공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 설치전에는
2008년이 평균 2.28mg/L로 가장 높았으며 보 설치 후에는 2014년이 2.77mg/L로 가장
높았다.
2010년 이후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BOD농도가 1～3mg/L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보 설치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 3월의 경우 성산대교의
BOD농도가 갑자기 5.8mg/L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2012년 3월～2015년 까지
BOD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아 낙동강 보 설치가 완공된 후 보 내의 수질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나타낸 결과라고 판단되어 진다.
월별 농도변화의 경우 4월～6월에 3mg/L～4mg/L로 비교적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4월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5년～2009년까지는
10월～3월까지 BOD농도가 1.5mg/L～3mg/L로 낮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4월부터는
서서히 농도가 증가하여 6월～8월에는 농도가 5mg/L～7mg/L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4년～2015년의 경우 다른 년도보다 BOD농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COD의 농도변화 또한 BOD의 농도변화의 경향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BOD의
수질지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 이였으며 연간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 설치를
기준으로 설치 전 후의 COD농도를 확인해본 결과 보 설치 전보다 보 설치 후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눈에 띌 만큼의 뚜렷한 농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박석진교의 경우 2015년 월평균 농도가 13.74mg/L로 다른 본류들과 달리 유독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부요인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별 농도변화
역시 상류지점들이 평균 7.1mg/L～7.3mg/L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하류지점들의 경우
평균 5.7mg/L～6.3mg/L로 상류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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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COD 조사결과, 기대와는 달리 보 설치 전후의 농도변화는 각 본류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 체류시간의 증가로 BOD, COD의 농도 감소는
크지 않았으나 계절별 기후적인 변화에 대한 수계 내 완충작용에 의하여 수질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본류 및 지류의 수질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도별 영양염류의 농도변화
질소 및 인의 연도별 농도변화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T-N의 농도변화는 갈수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량이 많은 6월~8월에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2011년 수질이 다른 해에 비해 사문진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1월의
경우 성주대교에서 3.7 mg/L이상, 금호강 지류 합류 후 사문진교에서 8.3 mg/L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설치 후의 농도가 보설치 전의 농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낙동강의 수질이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어 보설치 사업으로 인한 농도 감소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P의 경우 다른 수질지표에 비해 금호강 유입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설치 전
성주대교에서의 T-P 평균농도는 0.08 mg/L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호강
합류 지점인 사문진교에서 평균 0.25 mg/L, 최대 1.81 mg/L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설치 후의 사문진교에서의 T-P의 농도는 0.2 mg/L 이하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냈으나, 금호강 지류에 대한 영향조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설치 전의
T-P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보설치 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4년의 경우
T-P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mg/L에서 0.3mg/L이하로 강화되면서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염류의 조사결과 농도변화는 전반적으로 보설치 후의 수질농도가 보설치 전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으며, 보 설치후의 유량 및 체류시간의 변화와 주변 환경조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보 제17집

143

학계논단

그림 2 보 설치 전·후의 T-N 및 T-P 변화

2) 보의 수심별 DO변화
강정고령보 및 달성보 내의 수온과 DO변화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강정고령보에서의 수심은 조사기간 내에 평균 8m로 나타났으며, 달성보의 수심
역시 조사기간 내에 평균 8m로 나타났다. 강정고령보의 1월 수온은 2.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월에 14℃, 6월에 25.9℃, 7월에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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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정고령보 및 달성보의 수심별 수온 및 용존산소 농도

15.8℃로 나타났다.
달성보의 평균수온은 1월에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월에 15.3℃, 6월에 25.8℃,
7월에는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월에 14.5℃로 나타났다. 강정고령보의 1월, 4월에
표면층에서 수심8m 사이의 수온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1월, 4월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기간에는 모두 표면층에서 수심 6m까지는 수온변화가 거의 없다가 수심 6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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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까지 수온이 급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달성보의 경우 1월을 포함한 모든 조사기간에서 표면층에서 수심 8m까지의 수온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심별 용존산소의 변화는 강정보와 달성보의 경우 평균수온이 2.75℃로 가장 낮은
1월에 DO농도가 표층에서 각각 16 mg/L, 15.8 mg/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평균수온이 31.15℃로 가장 높은 7월에 표층의 DO농도가 9.04 mg/L, 8.15 mg/L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강정고령보, 달성보에서는 1월의 경우 표면층과 하층의 DO농도 차이가
1mg/L, 2mg/L 이하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월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기간에는
표면층과 하층의 DO농도 차이가 7 mg/L∼9 mg/L로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강정고령보에서는 여름철에 DO농도가 0 mg/L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보의 특성에
맞는 산소공급장치 및 DO를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월별 조류 발생 변화
1) 2012년
그림 4 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2012년은 전체적으로 우점종의 개체수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생조류 총개체수와 우점종 개체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우점종 이외의 조류 개체수는 매우 적었다. 월별 개체수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3월,
7월, 8월에 월등히 많은 개체수를 보였다. 3월에 나타난 높은 개체수는 낮은 기온에서
증식이 가능한 규조류에 의한 결과이었고 7월과 8월의 경우 기온의 상승에 따른 남조류의
과잉증식에 따른 결과이었다.
우점종의 변화를 보면 6월까지는 전 지점에서 규조류가 우점하였고 7월과 8월에 남조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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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월별 조류 종별 변화량 (2012~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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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종이 대체되었다가 9월부터 다시 규조류가 우점을 하였다. 6월의 경우 규조류와
녹조류가 경합을 하였고 11월의 경우 남조류와 규조류가 경합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개체수는 높지 않았다.
규조류나 남조류가 우점종을 차지하는 동안 녹조류는 남조류와 규조류가 경합을 한 8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두 번째 개체수가 많은 종이었다. 따라서 이 세 종이 2012년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조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상류와 하류 사이 개체수에 있어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일정한 경향 역시
보이지 않았다. 지류의 경우 월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봉촌교(하빈천)
지점과 강창교(금호강)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라교(진천천) 지점의 경우 매우 낮은
개체수를 보여 낙동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표와 함께 설명한 것과 같이 조류개체수의 변화나 우점종의 변화에 있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2013년
2013년에는 기온이 낮은 5월까지는 규조류가 우점하고 있으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남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과 8월은 남조류가 우점을 하였고 9월부터 다시
규조류가 우점을 하여 남조류가 우점하는 시기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년 중 2~3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규조류와 녹조류가 경합을 하였다. 남조류가 우점한
2013년 7월과 8월의 경우 개체수에 있어서는 한 달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9월에는 우점종의 변화와 함께 개체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어 조류의 증식 양상이 매우
변화무쌍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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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대강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녹조현상의 경우 년 중 일부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은
개체수는 녹조류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비해 은편모조류의 출현이 잦아졌고 4월,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개체수 역시 2012년 비해 많아졌다.

3) 2014년
2014년의 경우 기온이 낮았던 1월과 2월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의 출현이 있었으며 특히
2월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개체수 역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3월이
되면서 출현종과 개체수가 모두 줄어들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6월과 7월에는 남조류가 우점을 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예년과 달리 8월과 9월의 경우
녹조류가 우점종으로 나타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기온이 높은 시기 남조류들이 항상
우점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남조류가 우점한 6월과 7월의 경우 개체수가 높아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녹조류가 우점을 한 8월과 9월 개체수는 매우
낮아 녹조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월이 되면서 우점종은 다시 규조류로
대체되었으며 개체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류의 출현종, 우점종, 발생량 등에 대한 뚜렷한
경향은 없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먼저 남조류가 우점하는
시기는 기온이 상승한 6월 또는 7월에서 8월 사이였으며 이 시기에는 조류의 개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규조류가 우점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개체수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서 녹조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출현종은 기온이 낮은 1월,
2월 10월, 11월, 12월에 비해 기온이 높은 3월에서 9월 사이 더 많았으며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다양한 종들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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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9월이 되면 조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난 3년간 장마기간으로
간주되는 6월에서 7월 사이 강우발생량이 매우 적었으며 8월 중순 이후 강우가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조류의 개체수 역시 9월이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조류의
대량증식이나 녹조현상은 강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조류가 우점을 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녹조류가 우점을 하거나 규조류와 경합을 벌이는
경향을 보여 녹조류의 발생에 따른 남조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맺는말
2012년 낙동강 보설치 전후의 지점별 수질변화는 강정고령보에서 큰 변화는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달성보의 수질은 금호강과 진천천의 영향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물의 경우 월별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뚜렷한 수질변화는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설치가 완공된 후 보 내의 수질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영양염류의 경우에도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낙동강 수질이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보 내의 수심별 수온과 용존산소농도 변화는 2013년에는
수질의 안정기로서 성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2015년의 경우 상하의 농도차가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 성층이 형성되어 하층의 경우에는 용존산소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용존산소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설치 사업으로 인한 농도 감소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용존산소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는 조류의 변화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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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간의 조류발생현황은 같은 시기와 같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우점종의 변화 및 개체수의 변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었고 매년 다른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조류의 대량증식이 우려되는 5월 또는 6월의 경우
2012년도에는 녹조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녹조류와 남조류가 일부 지점에서 우점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규조류가 우점종으로 나타나 기온의 상승
외적인 요인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6월의 경우 전 지점에서 남조류가
우점종으로 나타나 예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 주어 조류의 우점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사사
위의 연구는 2012~2014년의 대구광역시 및 경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조사결과와
2014~2015년 낙동강 유역청의 환경기초 조사사업의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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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구 교통의 자랑거리인 국내 최초의
모노레일[그림 1]이 지난해 4월 25일
개통되어 1년 사이에 우리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 교통시스템이 되었다. 또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개념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그림1] 대구의 모노레일

모노레일은 평균 높이가 지상 11m인 692개 교각 위에 설치된 1316개의 궤도빔을 따라
수성구 범물동~북구 동호동 구간(총 연장 23.95㎞)을 횡단하며, 승용차로 70분 이상
걸리던 구간이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48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공사에는 국·시비를 포함해 1조4913억원이 투입됐다. 역사는 모두 30개이고, 1편성의
정원은 265명이고 최대 398명이 탈 수 있다. 운행 최고속도는 1·2호선보다 10㎞ 느린
시속 70㎞으로 대구전경을 돌아보기엔 오히려 더 좋은 속도인 것 같다. 일반 기차들이
두 개의 레일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모노레일은 폭 2.9m, 길이 15.1m, 높이 5.24m의
빔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호주, 일본등 14개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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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비해
이렇게 긴 구간을 3량 1편성으로 265명을 실어
나르는 도시의 정규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은
대구가 처음인 것이다.
그리고 모노레일의 운행은 운전자가 없는
무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 역사에
고정 역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6명이
조를 구성해 순회하며 점검하고 있다.

[그림 2] 미국 디즈니월드의 모노레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95년 대구의 1호선 가스폭발사고, 2003년 중앙로 열차화재 사고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모노레일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여 아직
다양한 운행경험이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특정구역을 연결하는 부분적인 교통시스템으로
활용하였지, 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행한 적이 없으니, 재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기존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아쉬운 점들을
계속 보완해야 하는 실정이다.

2. 본론 (안전대책)
현재 몇 가지 보완대책이 나와 있기는 하다. 히타치와 국내 우진산전이 제작한 차량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인으로
운행하는 시스템에서 안전요원을 승차시켜 비상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순회요원을
투입하여 무인역사를 바쁜 러시아워시간에 관리케 하는등 재난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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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난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며, 기존의 육상이 아닌 지상 10m 높이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보니, 우리는 다양한 재해형태를 고려하여 보고 이에 대한 재난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완벽한 훈련과 대비책이 개통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요원의 역할과 훈련이다.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안전요원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테러, 지진, 강설등의 다양한 재난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러한 자연재해와 인전재해 패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충분히 안전요원이 훈련 되었을 때 바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무인운전과 역사운행이 무인으로 대부분 이루어 지는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방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 첨단 방재 시스템이 일부 구축되어 있고, 또한 연구를 마치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 유비쿼터스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도입하여
이상 징후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스마트 CCTV 시스템을
지하철에 구축하였는데 화재불꽃의 형상만으로도 모니터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여 경보를
근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VMS장치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재난발생시 모든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 즉 골든타임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방재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출장치인 스피럴 슈트의 검증이다. 현재 최대 13m 이상의 높이에서 비상탈출시
사용하게될 스피럴 슈트가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등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탈출가능
하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탈출의 제약조건이 없는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재 이 장치로 내려오는 곳이 대부분 도로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탈출상황에 맞게 교통시스템이 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차단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치를 통해 어렵게 모노레일 열차에서 탈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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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도로에 내려와 교통사고로 2차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것인가?
넷째, 모노레일 설치된 나라중에서 가장 추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 결빙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현재 레일위의 폭설이 내린다던지
결빙이 되면 모로레일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명확히 검증을 하여야 하고, 만약
레일위의 눈이 녹으면서 눈얼음이 되어 지나가는 보행자의 머리로 11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는지, 지나는 자동차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건지등도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동안 결빙과 관련된 많은
대응책이 간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재대책도 스마트 시티에 걸맞는 대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레일위의 눈이 얼어 있는지 파악하여
통제소에 알려준다던지, 눈을 녹이는
제설제를 드론에 장착하여 제설작업에
활용한다던지 하는 방안도 이제는 꽤
설득력이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그림 3] 드론을 활용한 교량점검

3.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력으로 돌아볼 때 이렇게 잘 모노레일 시스템을 훌륭하게 구축하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과
방재에 관하여서는 너무 관대하고 무관심하게 여긴 나머지 어처구니 없는 많은 아픔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모노레일 시스템을 안전하고 누구나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모든 재해에 대해 충분히 대비책을 간구한다면 스마트시티에 걸맞는 국내최초 뿐
아니라 국내최고의 성공적인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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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 중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國家均衡發展特別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2003년에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부의 추진과정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에서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울부짖음에
가까운 외침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의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잠시나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자 하였지만 그 중의 일부만
집행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다시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을 추진하여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현
정부에 와서도 그 상황은 과거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결정된 남부권 신공항건설지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신공항건설이 무산된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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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지역에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도 남부권에는 우리나라 제2의 허브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유와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경제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하여 지역 간의 경제적 수준과 지역주민들
간의 삶의 질의 수준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정에서 공업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 등의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었고, 이의 결과로 특정 지역은 경제규모가
급속도록 증대되었다. 그에 비해서 국가의 중점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매우 미흡하게 되어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불균등)의 정도가
매우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불균등)을
각 지역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제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현상인
지역할거주의, 지역이기주의, 지역분할 구도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현상들을 시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 하겠다(최진혁, 2014:
334-337).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권한을 포함한 정치행정 통치와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이양하는 ‘권한의
이전’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불균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을 2003년에 제정하여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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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1, 2 공화국 이후 다시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1), 현재까지 정치권력과 행정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편중돼 있다.
어떤 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법적 명칭이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분들이 지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단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이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정부의 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조직체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구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를 ‘local government’ 내지는 ‘state government’와 같이
정부라는 ‘government’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 우리나라와 같이 ‘organization’ 혹은
‘community’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서는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중앙집권적 통치와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펼쳐질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적 패러다임의 바탕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으며,
지방분권이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결과를 생각하기 어렵다. 즉, 지방분권의 내용
밖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큰 틀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지는 개념적 관계는

1) 1992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지만,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함으로써 완
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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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에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띄고 있다. 지방분권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과에 해당하는 균형발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이라는 결과와 함께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여러 요인들(원인들)이
균형발전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과정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균형발전은 결과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살펴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관계에서와
같이 국가의 균형발전은 그 자체만으로 과정을 가지고 추진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분권을 통한 과정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만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에 반드시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경기연구원, 2005: 10-12).
결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호관계는 지방분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야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정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통치운영의 특성인 중앙중심주의가 균형발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의 결과는 중앙집권적 국가균형전략이 일시적으로는
수도권발전을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방발전이었을 뿐 근본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순기능적
역할을 고려해볼 때,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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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의 정치인들과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우선 국가가 잘 살아야
지방이 잘 살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적 발전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방안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 실정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정치인들 조차도
평상시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정책들만을 우선시 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외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집권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중앙권력의 구조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당들의 정권 쟁취에 유리한
권력구조 개편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영남일보, 2016-06-16). 만약 중앙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헌 논의를 한다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의 뼈대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논의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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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대구의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최재화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의미한다.
2014년도 인바운드 관광객은 1,4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323만 명에 달했다. 금년도는 1,5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수는 매년 크게 성장하여 2014년부터는 6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5년도는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의 45%를 차지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이 중국 관광객이다.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의 유치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연코 관광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앞으로도 국민소득 향상,
해외여행 규제 완화, 13억 인구 중 6%에 불과한 여권 보유율,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중국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당분간 우리나라가 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리적인 근접성, 일본에 비해 저렴한 관광비용, 문화적
친근성, 쇼핑의 편리함, 한류에 의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음식에 대한 불만족, 여행 보증금
제도, 한국만의 볼거리나 먹거리 등의 부족으로 인한 매력도 저하는 한국 여행의 부정적인
요인이며 재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나친 서울-수도권 위주의 관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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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와 브랜딩, 해외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 관광객의
원활한 지방 여행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인프라 개선, 접근성 향상, 스토리 상품 발굴,
차이나타운 활성화, 지역 대표축제 관광 상품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대구의 인바운드 관광’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생각해보자. 그 동안 중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 제주, 부산, 경기 등이 목적지였으며 대구는 잠시 스쳐가는 도시였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대구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을
중심으로 ‘천만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축제의 활성화, MICE 산업의 유치, 관광명소
개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도심 관광특구 지정 추진, 대형 국제회의 추진, 대구공항의
주기장 확충 및 항공기 입·출항 시간 연장,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 의료관광객 유치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또한 지난 3월 대구 경북 두 지역은
금년을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연계 관광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그 목적은 지역 내 관광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상호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여 중화권 관광객 유치와 관광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대구가 ‘머무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대구시와 산하의 구·군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서문 야시장, 수성못 유원지 개발,
앞산공원 관광 명소화, 달성 사문진 주막촌, 3호선 하늘열차 등 관광객이 대구의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2년 동안에 중국인 의료관광객, 대구공항 이용객, 축제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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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관광분야에 상당한 결과를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측면은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청정산업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며,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먹거리 산업의 부재로 무려 21년간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GRDP(지역내 총생산)
만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대구를 떠나는 현실에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대안이라는 점에 관광산업 육성의 당위성이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대구의 인지도 향상”이다.
필자는 계명대학교에 다니는 중국 출신의 학생(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물어보았다. “대구에 오기 전에 대구에 대하여 얼마나 알았느냐?”, “대구에
대한 관광자원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가 어떠냐?” 답변은 대체로 대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몰랐으며, 지금도 잘 모르고, 뚜렷한 도시 이미지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여행객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할 것이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지만 대구
인바운드 관광의 현실이기도 하다. 연휴가 되면 학생들은 서울이나 부산으로 관광하러
간다. 이들 지역은 볼거리, 먹거리, 쇼핑거리에서 대구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구를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라고들 한다.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다. 솔직히 대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다. 반면에 서울, 부산, 제주라고 하면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대구에는 산업 자원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관광자원을 학문적으로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사회 자원, 산업 자원, 위락 자원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에서 보면

164 大邱廣域市議會

최 재 화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그렇다. 하지만 대구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우리만 알 뿐이고 외국인이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 근대화 골목, 김광석 거리, 약령시장,
이월드, 수성못, 팔공산, 앞산공원, 서문시장, 치맥 페스티벌, 뮤지컬 페스티벌 등 우리가
가꾸어온 관광자원이 아직은 그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구란 도시 자체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이 대다수이다. 한국하면 서울, 제주도, 부산 정도만 떠오를 뿐이다.
대구가 한국의 3대 도시이며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삼성그룹의 모태였다고 어필한들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별다른 특색이 없는
비슷비슷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관광자원에는 무형의 것도 있다. 외국 학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한국인은 정이 많다’ 등을 한국과 대구에 대해 느끼는
색다른 이미지라고 한다. ‘공중 화장실’, ‘친절함’, ‘정’도 모두가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관광객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관광자원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을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적인 자원인 관광 인프라만 생각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인 친절함, 깨끗함, 공감, 따뜻함 등의 요인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가 대구에 대해서 막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매우 더운 도시,
미인이 많이 배출되는 도시, 교육에 열의가 높은 도시’ 등일 것이다. 이러한 대구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브랜드화’하여 대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구를 알리는 방법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한류에 편승하여 중국인이 좋아하는 한류 오락
프로나 영화의 배경 등을 이용하거나 블로그나 카페 등의 SNS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신세대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중국인 대학생 대구 홍보단’을 만들어 대구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다. 그들에게 대구의 관광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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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대구 바로 알기 운동’ 현장투어나 ‘지역
관광자원 알리기’ 팸투어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함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이다.
관광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 관광지의 음식, 숙박, 쇼핑, 관광자원, 안전, 통역,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관광지를 추천하고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방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에서 만족감을 느끼는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 시 만족도를 크게 느끼는 요인으로 ’한류체험‘,
’쇼핑‘, 한국경관’, ‘한국음식 체험’, ‘비용과 편리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관광 상품 개발이나 인바운드 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대구는 어떠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비용을 낮추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양보다 질을 지향하는 고품격의 여행상품도 개발하여야 한다.
고품격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인바운드 시장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2013년도에 여유법을 제정하여 자국민의 해외 방문객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초저가 덤핑 관광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의 저가상품은 범람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단체 관광 상품의 품질 문제, 낮은 재방문율,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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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관광수요 집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반복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관광업계의 구조적인 모순도 있다. 관광업체의
자정노력과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

셋째로 “인바운드 중국 전문 여행업체의 육성”이다.
국내에서 중국인 인바운드 단체관광객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중국 전담 여행사
140여개 업체 중에서 대구의 업체는 단 한 곳 밖에 없다. 그 원인은 지역의 여행업체가
인바운드를 전문적으로 할 의지, 능력과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관광업체는
서울 대형업체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관광통역안내사가 상주하지 않아서 서울에서 출장을 와야 한다. 관광수요가 발생해도
자체 행사를 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되어 서울의 대형업체에게 넘기고 지역업체는 단순한
수배 업무 등의 일만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우리가 힘들여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과실은 서울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중국
인바운드 전문 여행업체를 육성하는 일은 요원하다.
최근 들어 협의체 형태의 중국 인바운드 전문 여행업체를 설립하고자 관광협회, 관련
업체,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많은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로 개편된 대구시 관광협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인바운드 여행 협의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관광분야의 상위 법규인 “관광진흥법”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대구의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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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맥에는
Sherpa1)가 있고
대구광역시연수원에는
CERPA＋2)가 있다
한원경

대구교육연수원장

“학원요? 학교수업보다 재미없어 끊었어요” 학생 인터뷰(내일신문,2016.3.24.)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및 협력학습 강화 학교수,

100%!

전국 최고 수준인 100대 교육과정 학교급별 석권, 9개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매일신문, 2016.5.9.)

위의 모습들은 교육과정 세르파(CERPA＋)연수로 일어난 학교의 긍정적 변화들이다.
과연 2015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세르파(CERPA ＋) 연수는 왜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었기에 이런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었을까?
‘역량 중심의 연수·미래를 여는 행복교육’비전을 품은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핵심 브랜드 연수, 교육과정
세르파(CERPA＋)연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히말라야의 전문 산악 안내자
2) 교육과정 전문 안내자, 교육과정 전문가를 길러내는 단계별 연수 전략의 이중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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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르파(CERPA＋) 연수인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잇다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지역화,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교육과정
등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교실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수업이 꾸준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직면한 교사들 중 다수는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교육과정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일관된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전달자로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교과서-수업’으로
고착화된 경로가 학교수업의 획일화로 몰고 가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런 이유로
세르파(CERPA+)연수를 기획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을 직접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육과정 사용자로서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즉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확보가 될 때 교사는 교육과정-학생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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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curriculum bridge)가 되어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가
필요했다.

핵심 연수는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이다
교육과정 세르파(CERPA+) 연수는 2012년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 양성’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3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1,000인 양성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교육연수원 한원경 원장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세르파 연수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여 운영하였다. 한원경 원장은
말한다.
“학교의 본질적인 수업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의 변화도, 학생의 변화도 일궈낼 수
없습니다. 수업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전 교원들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업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우수한 교육과정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 요원 양성으로 확대하여 완전한 세르파(CERPA+) 전략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3의 법칙에 따라 한 학교에 3명 정도의 교육과정 세르파(CERPA+)를 육성하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누적 870명이 교육과정 세르파(CERPA+)로 인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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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하였나
한 눈으로 보는 교육과정 세르파(CERPA+) 연수
교육과정 세르파(CERPA+)는 히말라야의 전문 산악 안내자인 세르파(Sherpa)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세르파의 의미는 교육과정 문해력이 우수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적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전문 안내자의 뜻과 아래 그림과 같이 교육과정
전문가를 길러내는 단계별 연수 전략(베이스캠프-클라이밍-에코)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르파(CERPA+)전략 구조도〉

교육과정 세르파(CERPA+) 연수는 베이스캠프-클라이밍-에코 3코스로 구분된다.

1코스는 세르파 연수의 기본이 되는 준비단계인 베이스캠프로 미래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 컨설팅 위주 연수를 구상(Curriculum)하고 현장 안착 중심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3단계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Expert)하는 단계이다.

2코스 는 세르파 연수가 진행되는 클라이밍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효율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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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으로 상호간 긍정적 동기부여와 공감 관계를 형성하는 순환(Recycle)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뿐 아니라 단계별 맞춤형 연수를 실제로 지원하고 운영(Practice)하는
단계이다. 3단계 교육과정 연수는 교육과정 문해력 과정, 평가 리셋 과정, 마이크로 티칭
과정으로 운영된다.

3코스는 세르파(CERPA+)로 인증된 강사들이 현장의 에코가 되어 울려 퍼지는 단계이다.
세르파(CERPA+) 강사 인증 후 단위학교의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 수요자 설계형
연수 강사로 활동(Agent)하게 된다. 그 후 교육청에 인력풀로 제공되고 협력학습 동아리 등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파(Agent+)되는 플러스 단계이다.

어떻게 운영하였나
세르파(CERPA+) 연수 3코스
1코스 세르파(CERPA+) 교육과정 베이스캠프를 만들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과 학교별 행복교육과정 편성· 운영,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 등으로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현장 요구가 강해졌다. 이런 시대 정책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연수를 실천하고자 교육과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르파(CERPA+) 연수를
구상하였다.
세르파(CERPA+) 연수는 연수 전략, 연수 내용, 연수 방법 등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수와 차별화되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우수하다.
연수 전략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연수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면 이수를
시키는데 시·공간적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핵심교원을 전문가로 양성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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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찾아가 연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등을 실습 등을 통해서 직접 익히고 1학교 1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수 내용면에서는 교과서 전달자에서 교육과정 사용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전환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교육과정 중심 수업 개선 연수 개발을 위하여 3단계 프로그램
연수 체제로 설계 하였다. 이것은 1단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문해력(Literacy)확보 과정, 2단계 성취기준 중심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리셋 과정,
3단계 교육과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티칭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방식면에서는 ‘원격연수 + 집합연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원격연수 과정에서
이론, 개념을 학습하고, 집합연수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토론, 실제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 등의 참여형 연수를 진행하였다. 플립러닝 방식, PBL 기법 적용과
같은 선진 연수 기법을 적극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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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파(CERPA+) 연수는 한 사람의 담당 연구사 혼자서 고민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조직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협력적 관계를 가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업의 결과이다.
이렇게 개발된 단계별 연수 체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문해력 과정은 기본 단계로
65시간으로 운영되고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이다. 평가 리셋 과정은 추수
단계로 15시간으로 운영, 교육과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이다. 마지막 심화 단계인
마이크로티칭 과정은 15시간 운영되며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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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파(CERPA+) 연수 3단계 과정〉

2코스 세르파(CERPA+) 교육과정을 클라이밍하다

세르파(CERPA+) 연수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수·학습 능력과 관계 소통
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를 들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이다.
4월~6월 교육과정 문해력(Literacy) 과정에서
집단 편성 분임별 리더를 선정하고, 6월 평가
리셋 과정에서는 팀별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배움 나눔을 실현한다. 특히 1박 2일간
운영되는 11월 마이크로티칭 과정에서도
전년도 이수자나 교육과정 전문가를 멘토로
하는 팀별 멘토-멘티, 소수 분임구성으로
연수생 상호간 공감, 실천적 동기 부여 효과를
얻어 연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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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파(CERPA+)연수로 함께 성장하는 순환길〉

연수담당자들은 연수생들과 공감·소통하다
학교의 힘은 곧 교사의 힘이며, 교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수원의 연수담당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수담당자들의 끊임없는 퍼실리테이터(소통을 디자인하는
역할자)로서의 역량 강화 연수로 연수생들에게 선진화된 맞춤형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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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원 면에서는 우수 강사 적극 활용, 과정별 PBL 기법 적용으로 연수생별 일대일
강사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멘토-멘티 구성으로 연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그리고
물적 지원 면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1인당 연수경비를 높였으며 최첨단 강의실을
확보한 선진 기관과의 MOU로 연수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선진화된 시청각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실습·워크숍 중심의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코스 세르파(CERPA+) 교육과정 에코를 퍼트리다

세르파(CERPA+)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명품 교육과정 CERPA+ 강사로서의 자격을 인증
받게 되며 단위학교 컨설팅 인력풀 명단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수요자 설계형
연수와 연수원 교직 생애별 맞춤형 연수 교수역량 직무연수 등 총 217과정· 5,51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컨설팅 및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학교별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교원 대상 전 학교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교육과정 연수는 초등 44개 권역별 컨설팅, 중등 1교
1전문가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참여형 연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사용자로 탄생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문화 선도의 중심에는 ‘세르파(CERPA+)’가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막막하다”
“협의 문화도 부족해 말 꺼내기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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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교육과정
세르파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지원하며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협력학습 실천학교 362개교 운영, 역지사지(易地思之)형 수업 실천연수 운영,
교사 동아리 445교 1,871명 참여, 수업 방법·평가방법 개선 연구, 협력적 수업 중심 학교
문화 등과 같이 교실수업개선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수업 변화를 이끌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브릿지 ! 수업이 살아나다
연수 종료 후 96.75%의 높은 연수만족도를 달성하여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업적용도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학습 전 학교 실천 100%,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Literacy)향상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89.8%, 학생,
학부모의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높은 만족 등과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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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석 대구교육연수원으로 우뚝 서다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에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대구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세르파(CERPA＋)연수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교원의 주기적 연수 체제를 마련한
대구의 특화된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의 강사로 활용되는 세르파(CERPA＋)연수는
2017년 1,000명 양성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18년 2차 10,000명 양성 프로젝트가 지속
운영될 계획이다.
지금도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늘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과 연수를
제공하는‘역량 중심의 연수·미래를 여는 행복 연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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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구산업지도의 새 지평을 열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과장

1.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배경
대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치와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섬유도시로 위상을 높여왔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영남권의 내륙 중심도시로서 KTX와 각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비되어 있는 도시이다.
또한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도시이며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인근의 주요도시인 구미,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등과의 거리가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위한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 최적의 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대기업군의 부재로 지역내 고급인력 유출로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대구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역량 등을 감안 할 때 지역 및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진작에 조성되었어야 함에도 1990년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부산·경남지역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던
도시가 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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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산업용지 부족으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군 유치 한계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 상공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달성군 구지면 일대를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26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관.정 모두 한목소리로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하여 2009년 드디어 지정 받게 되었다.

2.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개요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총면적 8,549천㎡, 총사업비 1조7,572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되고 있다. 2009년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2013년 6월 첫삽을 뜬 이래 2016년
6월 현재 1단계 기반공사 공정률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1단계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산업용지를 145개사, 2,156천㎡[일반분양 1,561천㎡(112개사),
역외기업 유치 595천㎡(33개사)] 분양하였고 2단계 구역 보상을 위한 토지·지장물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9월 2단계 조성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일원(달성2차산단 주변)

•규

모 : 8,549천㎡(산업시설 5,004천㎡)

구 분

단지면적

산업용지면적

비 고

계

8,549천㎡(259만평)

5,004천㎡(152만평)

1단계

5,921천㎡(179만평)

3,268천㎡( 99만평)

2016년 준공(현공정률93%)

2단계

2,628천㎡( 80만평)

1,736천㎡( 53만평)

’15.6월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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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9 ～ 2020. 12월 (1단계 : 2016년말 준공)
•사업시행
- (1단계 구역) : 한국토지주택공사(75%), 대구도시공사(25%)
- (2단계 구역) : 한국토지주택공사(100%)
•사 업 비 : 1조 7,572억원
•유치업종 :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건폐율 80%, 용적률 350%)

<조감도>

<기공식>

<조성현장(2014. 9월)>

<조성현장(2016. 5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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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부터 조성중인 2단계 구역 입주업종을 당초 계획된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1단계 분양과정에서 파악된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뿌리산업 집적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제조업의 돌파구로 삼고 미래
성장동력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국가산업단지 내 주요업종 현황

특히 ’14. 11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대구국가산업단지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649천㎡)은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단지, 물기업 집적 단지로 구성된다. ’15.
4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구세계물포럼행사의 탄력을 받아 물산업 대표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물산업클러스터를 우리나라 물산업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 물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세계 일류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설 물산업진흥시설은 연구개발(R&D) 공간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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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융합연구동, 신기술 전시·홍보와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워터캠퍼스로 구성되어 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며,
실증화단지는 기업의 신제품·기술 실험공간 제공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물기업 집적단지(481천㎡)에는 70여개 물관련 강소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산업클러스터내 기업지원시설인 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단지
등을 통한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물기업의 네트워크화로 세계속의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3. 대구국가산업단지 주변 여건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창원, 구미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낙동강 신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신성장동력이자 핵심거점으로 뛰어난 입지조건과 저렴한
분양가, 연구·생산·주거 기능이 복합된 인근의 테크노폴리스와 달성1·2차산단 등
주변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등이 매력적인 산업단지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가 인근에 있고,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대합산업단지, 넥센 등 유망 산업단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
도심권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지난 ’14년 9월
4차선도로로 개통되어 도심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심지역은 물론
성서산단~달성1차~테크노폴리스~달성2차로 이어지는 주변 산업단지와의 우수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기업들의 인력확보와
산업단지내 근무자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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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처리와 연계도로망(성서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2014년 6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IC~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연결 도로 총 연장 930m를 기존 왕복 2~4차로에서 왕복 6~7차로로 확장
개통하였으며, 현풍 IC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1.21km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와 현풍면 대리에서 남쪽 대구국가산업단지로의 4차로 1.92km를 신설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총 사업비 550억원으로 2014년 11월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이며 2018년 완공될 예정에 있어 향후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내 원활한 물류·교통소통을 위해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1.55km, 폭 27m, 왕복 4차로인 대구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가 ’17년 12월 개통될
예정에 있으며,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입구까지 730m구간을 지난 5월 우선 개통하여
운행중에 있다.
특히, ’14. 4월 문을 연 뒤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는 지능형자동차 부품 주행시험장을
비롯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등 R&D 연구시설이 배후로
밀집해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지원이 용이하고, 센트랄, 동우HST 등 역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자동차부품산업의 특화 단지로서
지역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효과도 기대된다.

4.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 산업단지 조성
대구는 청정에너지 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두가지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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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대구시 전역에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세계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아래
대구국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융·복합한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전력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내에 조성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대상 최초의 에너지 자립모델로 단지 내 전력 자립률 80% 이상, 기존시스템 대비 2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Micro-Grid 세계시장(14년 8.8조원 → 20년 22조원)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은 ESS, V2G(Vehicle to Grid), BEMS 등 다양한 기기로
구성되어, 미래형 첨단 에너지 기기산업 발전 촉발 계기로도 작용하며, 원전·화력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을 완벽하게 차단할 뿐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공급정책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사업내용 : 국가산업단지 건설 단계부터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
(ESS), V2G, 분산전원 등을 융합한 BEMS 구축 및 운영
•사업규모 : 총 310여개 업체(1단계 230개, 2단계 80개)
•사업기간 : 2016 ~ 2025년(1단계:2016~2017/2단계:2018~2025)
•총사업비 : 1조 5,000억원(국비 1,100, 시비 100, 민자 13,800)
- 1단계 : 490억원(국비 265, 시비 30, 민자 195)
- 2단계 : 1조 4,510억원(국비 835, 시비 70, 민자 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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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시범사업
소개와 함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 공장 설계 시부터 반영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입주기업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이
청정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5.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의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그간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었으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게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역외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시의 1인당 GRDP는 2020년경 전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국토연구원의 대구국가산단 조성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건설투자효과
대경권

생산액 증대효과

전국

대경권

계

전국

대경권

전국

생산유발

1,238
(72.6)

1,707

34,471
(69.4)

49,653

35,709
(69.5)

51,360

부가가치유발

554
(75.0)

738

10,303
(64.9)

15,878

10,857
(65.3)

16,617

고용유발

10
(80.9)

13

138
(63.3)

218

149
(64.3)

232

임금유발

294
(79.8)

369

3,889
(61.6)

6,317

4,184
(62.6)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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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구는 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금호강변을 따라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구미~칠곡~왜관~
성서산업단지~달성1차~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창원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신 산업벨트가 새롭게 형성되어 지역·산업간의 벽을 허문 창조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끌어 기업의 신규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 인재가
창조산업을 설계하고 경영함으로써 글로벌 기술인력을 흡입할 수 있는 글로벌 대구 건설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발전이다. 오랜시간 공들여 성사시킨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앵커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성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아야 지역 경제도 함께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성장성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대구가 다시 비상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국가산업단지 1·2단계 구역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기업들이
정상 괘도에 오르게 될 2020년 이후 대구는 새롭게 재편된 산업구조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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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부기우기(父氣又起),
아버지들이여
가족과 함께 다시 기를 펴자!
권기일

제5대,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외협력실장

아버지. 아버지를 떠올리면 50대인 내 또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어렵고 무서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말처럼 엄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어려워
청소년 시절 고민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상의하였던 것 같다. 세상살이를 조금
알만한 때가 되어서야 험난한 우리 현대사를 견뎌 오신 아버지의 고단함이 마음에 스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아버지가 되었다.
도시화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정이 핵가족화하면서 전통적 가부장으로서 아버지는
이제 불통(不通)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다 외환위기 이후 직업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자녀 교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들은 위기의식
속에 밤이 늦도록 일에 시달린다. 나를 이해해 주는 엄마가 좋고, 먹을 것을 주어서 냉장고가
좋으며, 함께 놀아 주어서 강아지도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시 내용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슬프게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결과(2014)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으로 부모는
26.1%인 반면 친구는 46.2%에 이른다. 또,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주중 부모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도 아버지는 전혀 하지 않거나 30분 미만인 경우가
40.8%인데 비해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18.9%, 어머니가 34.2%여서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머니에 비해서도 적었다.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2014)에
따르면 50대 이상 아버지들은 자신이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빠’라 답한 이가 많았지만, 40대
아버지들은 45.2%가 자신은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빠’라고 답했다고 한다.
40대 아버지들의 자녀는 대부분 초, 중등학생들이다. 정작 학생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는데,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친구 같은 아버지라 여기는 이가 많다니, 아이들과

190 大邱廣域市議會

권 기 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외협력실장

소통하려는 아버지들의 노력이 애잔하다. 40대 아버지들은 그들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서
자녀와 살뜰히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실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먹고 사는 일에 내몰려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결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미 민주의식이나 평등의식이 내면화된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전 아버지처럼 가장의
권고를 고집할 수도 없으며, 전체 가정의 절반 정도가 맞벌이를 하니 돈을 번다는 핑계로
자녀교육을 아내에게만 떠넘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제 자식과 소통하지 못하는 아픔이야말로 가장 쓰라린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의
출발점이요 근간이며 아이들이 커 가는 나이에 따라 어머니와는 다른 면에서 그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양육자요 보호자이겠으나 때로는 교사이며, 때로는
리더이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그 바탕에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유대 속에
그들의 삶의 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하며,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에
가 닿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가부장적 권위가 아닌 진정으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생겨날 것이다.
유아기 자녀를 아빠가 돌보거나 딸과 아버지의 관계개선을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물들처럼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통념부터 바꾸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고
기업이 나서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아버지들의 자녀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 아버지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기우기 댄싱 슈즈’는 40, 50대 아버지들이 젊은 날 디스코장에서 청춘을 휘날릴 때
함께했던 노래이다. 이제 그 젊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쪽도 저쪽도 끼어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선 기죽은 아버지들만 남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 아버지들은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니,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버지들이여! 이제 가족과 함께 다시 신바람 나게 기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을 내보자. 가족과 함께 아버지가 다시 제대로 기 펴고 살아가는 새로운
부기우기(父氣又起)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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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창조경제의 씨앗,
미래형자동차
정재로

미래형자동차 과장

금년 1월 우리 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라는 비전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허브도시」를 목표로 의회의 지원을 받아 미래형자동차과를 신설하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권영진 시장께서 지난해 초부터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0월 유럽에 이어 금년 1월 초 미국 자동차시장을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대구의 자동차산업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야말로 현 세계 자동차 산업계는 한치 앞의 미래도 확신할 수 없는 격변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듯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 등 외신들은 인공지능(AI)의 다음 격전지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형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IT 업체인 구글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로 미 대륙을 횡단하였고 2003년에
설립되어 년 5만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가 세계 전기자동차산업을 선도하면서 미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자랑하는 년 8백만대 생산의 글로벌 5위기업인 현대기아차의 과반까지
평가받는 놀라움은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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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벤츠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의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삼성과 LG 등도
전장사업을 통한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겠다.
그럼, 국내 자율자동차의 기술이나 투자 규모, 정책 지원은 자동차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솔직히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기술 수준은 막 걸음마를 뗀
정도로 생각된다.(물론 제 사견이다.)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가 금년 2월 11일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 등 실 도로 320km
구간에서 일반 자동차들과 함께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때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금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1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눈을 좁혀 우리 대구의 자동차산업 현황은 어떨까? ‘14년 현재 지역 제조업 총생산에서
22%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까지 완성차 기업
흐름에 따라만 가면 동반성장할 수 있던 산업 환경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OEM이라는 전통적 수직형 축에서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수평적
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CES에서 보았듯이 자동차는 이미 정보통신이 통합된 이동용 사무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기에 그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가 더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많은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기업들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기엔 쉽지
않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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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연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미래자동차 시장 흐름을 알면서도
전기자동차나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든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미래형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2010년부터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요소기술 측면으로는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
이를 통해 ‘14년 4월에는 ITS 기반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개장하여 자율형자동차
부품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기차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그린카 파워트레인 전문연구센터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분원이 위치해 있고,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대구주행시험장 내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이 위치해서 자동차 기업의 R&D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사무국을 우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 두어 타 지역과 차별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바꿔 말하면 미래형자동차분야에 대응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어느 시도에
뒤지지 않게 구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를 제공할 미래형
자동차(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새판을 짜고 있으며, 그 선봉에
미래형자동차가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분야에는 제주도 및 서울시 보다는 늦게 출발하긴
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
맞춰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실현을 위한 출발로 금년 1월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하였고,
전기자동차 200대 보급을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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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에 우리 시 자체비용으로 전기충전인프라 100여기 구축과 함께 충전기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관제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17년부터는 담대하게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확대시켜 전기차 생산도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전기자동차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금년 중 수립하겠다.
이는 구미의 전자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포항의 소재·철강산업, 울산의 자동차산업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기차생산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켜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미래형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사무공간이 되고, 자동운전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는 물론 교통흐름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정부 지역전략산업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정하고, 정부추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주행시험장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시내일반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One-Stop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머지않아 자동차부품시험장에서 시험 검증된 자율주행차가 자동차전용도로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시험을 거쳐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의 실증을
통해 일반 시내도로를 다니는 모습이 일상에서 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고급 인재가 필요하고, 타산업과 융합과 선진 기술의
수용도 필요하다. 우선 우리 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기업 수요연계형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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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반구축뿐만 아니라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광주와도 힘을 합쳐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직은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장 흐름으로 보면 이미 전기자동차 시대는 열렸으며, 자율자동차시대는 눈앞에 와 있다.
지금부터라도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력투구한다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의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 대응을 위해 우리 시가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으로 앞장서
나가 지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꿈을 펼칠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며 우리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온 몸을 다해
밑거름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은 창조와 혁신이 필요한 급변하는 시기다.
우리 공직자부터 몸 던져 창조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자.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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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25년,
7대 후반기 의회가 나아갈 길
모현철

매일신문 정치부 차장

대구시의회는 올해로 출범 25년째를 맞았다.
제1대(1991~1995년) 대구시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28명으로 출범했다.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 동시 지방선거로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대구시의회는 민선 대구시보다 4년 먼저 출발한 것이다.
시의회는 1대부터 7대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대구시의 감시기관과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면서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 앞장
1대부터 7대 의회까지 배출한 시의원은 모두 221명이다.
7대 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0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29명(무소속 1명 포함)에
달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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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 상당수가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점은 감시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역대 여성 의원의 수는 26명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여성 의원은 1대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7대에는 6명으로 전체 30명의 16.7%를 차지했다.
시의회 활동을 알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를 보면 1대 6건, 2대 11건, 3대 18건, 4대
33건으로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5대 의회부터는 건수가 급증해 5대 139건, 6대
191건에 달했다.
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2대 의회는 1995년 4월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의혹을 풀어줬다.
3대 의회는 대구의 실업 해결과 섬유산업 부활, 삼성상용차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4대 의회는 2003년 하계U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했다. 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대회로 조성된 시민의 화합정신과 참여 열기를 U대회로
이어감으로써 대구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대회
개막 40여 일을 앞두고 지하철 참사로 낙담과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U대회홍보단을 발족해 전국 시`도를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U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4대 의회는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5대 의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3대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세계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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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권대회 개최지가 2007년 대구로 결정됨에 따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또 5대 의회는 유료로 운영 중인 범안로
민자도로와 성서 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도 했다.
6대 의회도 지원특위를 새로 구성해 대회 개최 지원은 물론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1천300만 시`도민의 숙원이다. 5대 의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북`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였다.
6대 의회도 특별위원회를 재구성, 영남권 시도민을 비롯해 상공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관계를 총망라한 각계각층의 신공항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신공항
유치 염원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관 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와 시의회의 특위, 경제계, 학계
등에서 자발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진정한 영남권 지역민의 유치 열기를
표방했다. 특히 시민 릴레이 삭발에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신공항을 염원하는
시민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7대 전반기 성과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이동희 의장)가 지난 6월 30일 제24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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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시의회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화를 공식
건의하는 결실을 얻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토론회(4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12회),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53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시의회의 제도 개선 의지는 실제 의회 위상 강화로도 이어졌다. 개원 초기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사무처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청사
리모델링, 소수직렬의 인사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 위촉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지난 2년간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애썼다. 의원
안건 발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할 수 있었다.
회기 운영은 총 18회 282일 중 정례회 5회 134일과 임시회 13회 148일로 내실 있게
운영했다. 총 502건의 처리 의안 중 의원발의는 239건(47.6%)이며, 조례`규칙 270건 중
103건(38.1%)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위원회 소관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시정`처리요구 548건, 건의사항 1천241건에 대해 시정`반영토록 조치했다. 지역 청년실업
문제 해소, 기형적인 문화재단 조직 조정, 성과 없는 산하 연구기관 정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문제점을 파헤쳐 대책을 주문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의원 24명이 질의자로 나서 44건의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문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당초 계획됐던 질의를 변경해
메르스를 중점으로 한 시정질문으로 시민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두 명의 관련 전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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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집행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고,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5분 자유발언은 24명의 의원이 72건을 실시했다. 문화체육, 교육, 산업경제, 환경보건
분야에 집중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 메르스 조기 종식, 도청 이전터 임시 활용 방안 마련 등
즉각적인 현안 사항 대응에는 확대의장단의 활동이 돋보였다. 시의회는 시정 현안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확대의장단 및 전체의원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7대 전반기 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운영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위원장 최광교 의원), 남부권 신공항 유치(위원장 장상수 의원),
지방분권 추진(위원장 최인철 의원), 세계물포럼 지원(위원장 박상태 의원), 축제 선진화
추진(위원장 임인환 의원) 분야에서 활동한 특위는 업무 추진 상황 파악을 위한 보고회와
간담회(26회), 토론회(6회),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24회),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한
교류(5회), 조례 제정(2건) 등을 추진했다.
시의원들은 바쁜 일상을 쪼개 의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썼다. 의원들은 문사철포럼(회장
오철환 의원), 미래창조포럼(회장 류규하 의원), 대구경제클럽(회장 김원구 의원),
행복교육포럼(회장 박상태 의원) 등 4개 분야의 자생적인 연구모임을 활성화했다.
또 5개 상임위원회에서 30개 분야 59명의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해 안건 심사와 위원회별
현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다.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소통과 열린 의회를 지향한 것이다.
개원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해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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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했고 요청사항도 적극 지원했다.
의원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 일정을 언론에 적극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65명의 의원이 직접 일일 교사로 나서 88개 학교 8천47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고, 청소년 모의의회(5회 152명), 시의회 방청 및 참관(249회 5천925명),
본회의 TV 생중계,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청을 위한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를 이끈 이동희 의장은 “아직도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이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과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공천권에 지방 정치가 예속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동네
일꾼’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텃밭으로 인식되는 대구경북(TK)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수록 당선에
유리해진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조례 입법 활동에 애쓰기보다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잘
보이는 데 노력을 쏟는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구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29명(무소속 1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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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매일신문을 비롯해 9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한다’(67.6%)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22.7%)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41.4%),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 방지’(30.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후반기 의회 시정에 대한 적극적 견제 해야
후반기 시의회는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출범했다. 지금 대구는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상황이다. 신공항 유치가 실패한 것은 대구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시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시의회는 신공항 유치과정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당장 시의회가 신공항 무산과 관련해 떠안아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대구시의회는 30명 의원 중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29명이 새누리당 소속(무소속 1명
포함)이다. 총선에서는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무소속이어서 시의회 구성과 대조를 보였다.
시의회가 시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같이 새누리당 일색의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반기 시의회는 냉철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해야 한다. 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적극적 견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4 大邱廣域市議會

모 현 철 매일신문 정치부 차장

� 역대 의원발의 조례 건수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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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성과
회기운영

총 18회 282일(정례회 5회 134일, 임시회 13회 148일)

처리의안

502건(의원발의 239건)

시정질문

의원 24명 44건 질의

5분 자유발언

의원 24명 72건 실시

특별위원회

5개(대구경북 상생발전, 남부권 신공항 유치, 지방분권 추진,
세계물포럼 지원, 축제 선진화 추진)

의원연구모임

4개(문사철포럼, 미래창조포럼, 대구경제클럽, 행복교육포럼)

의정자문위원

59명(5개 상임위 30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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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상생하는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이 서울에서 대구 혁신도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기금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제조업의 발상지이자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대구시에서
40주년을 맞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약 90만개 기업에 700조원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공급하였고, 우리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보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구이전 후에는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지역 내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는 E3(이큐브)
창업보증, 메디시티협약보증 등 지역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계 인사들과 지역 기업인들이 경제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보대경포럼’은 지역의 지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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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대표로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나 문화콘텐츠 같은 도시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입니다. 현재
세계는 지식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주도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만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가치는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서는 수백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장형 산업에서 첨단융합·지식기반형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대구의
공장형 산업은 과거 1970년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였지만 현재는 첨단산업의
발달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은 사회적 자본의 집중에 따라
대부분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지방보다는 서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가 모델로 삼을 만한 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 동부의 학술도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대구와 같이 원래는 전통산업 위주의 도시였으나, 끊임없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는 바이오,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도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고 각종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 성과에 힘입어 연간
1,6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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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또한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활기차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보스턴과 같이 새로운 산업·문화아이콘으로써 젊은 창업가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는 창업기업 육성에 최적인 도시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와 대구시와 인근에 소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인적자원,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대구지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신용보증기금은 희망창업아카데미, 창업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구가 청년창업 허브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혁신주도형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
재편을 유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Colorful Daegu의 가족이 된 우리 신보의 임직원은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신보’, ‘한국경제 미래 100년을 보증하는 신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8 大邱廣域市議會

서 근 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의회보 제17집

209

자유기고
20대 국회 뜨거운 화두

‘改憲’
임성수

영남일보 정치부장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개원 첫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운을 뗀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확산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개헌할 상황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불을 댕기고 의회권력을 거머쥔 야권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점화된
이번 개헌론은 점차 여당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진박(眞朴) 후보로 꼽혔던 새누리당 정종섭 국회의원도 올해 연말까지는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불붙는 것은 현 정치 상황과 관련이 높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19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논의의 적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가
없고 야권이 분열된 지금이 개헌을 논의하기 가장 적절한 때라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됐다.
다만 여야 대선주자들은 소속 정당이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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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는
부정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으로 갈린다.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소속 유승민 국회의원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민생·경제 문제가 모두 묻히고 만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바뀐 의회권력을 고려한 듯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개헌 찬성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연합뉴스가 6월19일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250명(83.3%)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92.1%(38명 중 35명)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86.9%(122명 중 106명), 77.0%(12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개헌 찬성 의원의 46.8%인 117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24.4%(61명),
‘의원내각제’는 14.0%(35명)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만큼이나 개헌을 추진하는 데 중대 변수가 될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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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찬성 의원 250명 중 47.6%(119명)가 ‘내년 대선 전 개헌 완료’라고 답한 반면,
41.2%(103명)는 ‘대선 공약과 연계한 차기 정부 개헌’을 선택했다.

◆개헌 논의에 ‘지방’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헌 주장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권력구조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골자다.
특히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 후보 광역단체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만이 ‘자치’와
‘분권’을 조금씩 언급할 정도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와 분권, 국민주권은 헌법 개정의
기본 사항”이라며 “국민주권이 작동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을 맞았지만, 권력과 행정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명칭 또한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다. 단체는 사전적 의미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이다.
개헌 논의가 그동안 수차례 불거졌지만,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큰 틀의 개헌 논의가 아닌 권력구조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직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개헌이 추진되면 모든 관심이 쏠려 국정이 표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블랙홀’로 규정,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스스로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4년 전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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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 등을 망라한 총괄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분권형 개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적 권력구도가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개헌을 통해 재정 등 중앙 권력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분권론자들은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라며
“중앙집중형 국가 구조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고루 나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보다 오히려
더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개헌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 사표(死票)를 줄이고 고착화된 지역패권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 거대 양당 외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쉽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

◆국민 43%만 개헌에 ‘관심’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6월 21~23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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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의견이 많았다.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5년
단임제라고 답했고, 55%는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보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등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친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답은 절반에 가까운 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대구·경북서 지방분권개헌 목소리 높아
지난 5월1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94명이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을 창립한 것이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지역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은 △지방분권포럼 개최 △지방분권 청년리더 양성 △지방분권
시민교육 실시 △지방분권 관련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총회에는 포럼 고문 및 회원들 외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곽대훈
국회의원 당선자,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2001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대구”라며 “오늘은 대구 역사에 있어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라고 포럼 창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회에서조차
지방분권의 소중함을 모른다”며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됐지만, 선거차원에서는 성숙됐는지 몰라도
시장, 군수 뽑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인 재정, 입법, 조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장급 조직 하나 마음대로 신설하는
못하는 지방자치가 말이 되냐”면서 “지방자치만으로 안된다. 이제는 분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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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쟁취해야 한다. 대구시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실례까지 들며 거들었다.
그는 “제가 오죽하면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특허까지 냈겠느냐”며 “사무의
92%가 기관위임 사무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인데,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 게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는 ‘스위스학교’도 6월23일 10번째를 맞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위스학교는 스위스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월21일 안동에 이어 23일 대구 북구청에서 열렸다.

◆김관용 “개헌에 지방 반드시 참여해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 “개헌에 지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프랑스처럼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듯 반드시 헌법에
지방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불행한 지방자치”라며 “무엇보다 재정,
자치조직, 분권은 심각한 수준이다. 20년 넘은 지방자치법도 그냥 껴안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겨울옷을 입고 봄을 맞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는 문제가 많다고 우려한
김 도지사는 “통일이 되면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때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북한에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할 상황에서 현행 헌법에 기초한 지방자치로는 한계에 부딛힐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도지사는 “중앙 공무원과 6선의 자치단체장 경험으로 보면 지방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책임을 강화시켜면 된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어 이제 멈춰서게 할수 없다. 그 자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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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를 지배한 나라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고,
중세에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그랬다. 당시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는 동·서방의
무역을 장악했고, 상상도 못할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다.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베네치아나
제네바, 나폴리 등이 월등히 큰 나라들에 꿇리지 않은 것도 지중해라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칙이 달라졌다. 물고기나 잡는, 거친 바다로만 생각했던 대서양을 건너 인도로,
동아시아로, 신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지중해에서 고집스럽게 더 좋은 배를 만들고, 더 훌륭한
선원을 양성했던 나라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지중해의 몰락과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의 부상을 끌어낸 16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새로운 대항해시대가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바로 뇌에서다.

왜 미국과 EU는 뇌에 뛰어들었을까
최근 2~3년 사이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최강대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 거대 뇌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앞으로 12년동안
5조5000억원을 뇌과학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뇌과학의 주도권을 미국이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EU 역시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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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1조4000억원을 뇌과학에 투자하는 ‘인간 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10년, 중국은 2016년부터 15년 동안 투자하는 뇌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
대열에 동참했다. 최고의 강대국 4곳이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펼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왜 이들이 뇌에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걸까. 한마디로 뇌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고령화사회의 가장 두려운 질환인 퇴행성 뇌질환을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뇌과학은 기초과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 우리는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에 충격을 받았다. 이세돌
기사가 4국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알파고가 4:1로 인간을 압도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알파고의 승리와 함께 변호사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투자자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이 외국에서 흘러나왔다. 과연 우리는 머지않아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걱정에 휩싸였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알려졌다. 알파고의 아버지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컴퓨터
천재인 동시에 대학원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뇌과학자라는 사실이었다.
뇌과학에서 발견된 과학적 원리가 알파고에 녹아들어가면서 알파고는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깊이 이해할수록 더 수준높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도 인간의 뇌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뇌인가. 범선이 발전하면서 대항해시대가 열렸듯이 뇌역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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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대거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뇌는 오랫동안
‘블랙박스’로 불렸다. 뇌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뇌
안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신경세포가 연결돼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는지, 신경회로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겨야 치매나 우울증 등에 걸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fMRI부터 시작해 3차원 전자현미경 등 뇌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뇌의 세세한 구조와 기능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뇌지도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강대국의 거대
뇌과학 프로젝트도 뇌신경망을 파헤치는 뇌지도 사업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5월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뇌과학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뇌과학 신흥강국을
목표로 선언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퍼스트무버 기술에 도전
시대가 달라졌다. 최근 우리나라가 저성장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이유는
선진국과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에 낀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빠른 추격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싼값으로 내놓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뇌과학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특화 뇌기능 지도 구축을 비롯해 미니뇌 등 뇌융합 챌린지 기술,
차세대 인공지능과 뇌과학 연계기술, 치매 등 맞춤형 뇌질환 극복 연구 등 4가지의
R&D 고도화 과제를 선정했다. 하나같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유망 기술이지만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과제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뇌과학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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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뇌연구 생태계 확충 전략까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이미 시작한 ‘석·박사 공동 육성 프로그램’같은 전문인력
양성부터, 아시아 뇌과학 협력프로그램인 ‘아시아 브레인 이니셔티브’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뇌연구 초기부터 사업화 모델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뇌연구와 산업, 창업을
융합한 뇌 클러스터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조성하는 방안도 발전전략 안에 담겨 있다.
뇌과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키우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바이오는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함께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몇몇
제약회사나 벤처기업이 한국도 신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
열리는 뇌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성공 사례가 또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남들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과학에서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기회의 싹이 대구에 있는
한국뇌연구원에서 움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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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의개최현황
의안처리현황
주요의안처리현황
상임위원회활동
특별위원회활동
결의문
시정질문현황
5분 자유발언현황
기타의정활동

회의개최현황
제235회~제242회

■총

괄 8회 135일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6회 76일

■ 회의개최 내역

회기
회별

구분
일수

기간

계

8회

135

제235회

임시회

12

2015.7.13~7.24

제236회

임시회

14

2015.9.1~9.14

제237회

임시회

11

2015.10.5~10.15

제238회

제2차 정례회

43

2015.11.6~12.18

제239회

임시회

14

2016.2.12~2.25

제240회

임시회

11

2016.3.15~3.25

제241회

임시회

14

2016.4.21~5.4

제242회

제1차 정례회

16

2016.6.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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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제235회~제242회

처리내용
구 분

가 결
접수

처리

유형별
계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철회 기타

계류

502

501

440

40

0

1

9

11

1

소 계

269

268

240

21

0

0

7

0

1

의 원

100

99

86

9

0

0

4

0

1

위원회

2

2

1

0

0

0

1

0

0

시 장

139

139

127

10

0

0

2

0

0

교육감

28

28

26

2

0

0

0

0

0

주민청구

0

0

0

0

0

0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0

예산·결산

33

33

19

14

0

0

0

0

0

동의·승인

77

77

69

5

0

1

2

0

0

건의·결의

7

7

7

0

0

0

0

0

0

의견청취

10

10

9

0

0

0

0

1

0

규칙안

1

1

1

0

0

0

0

0

0

105

105

95

0

0

0

0

10

0

조

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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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배지숙확중을
통한
기 행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조성제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공
재정분권의원확대 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7.30)

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성제

의원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 행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소액으로 징세비
용을 공제하여 자주재원기능이 미흡하
고 1999년이후 장기간 미조정되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 주민세(개인
균등분) 4,8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차순자
김규학
김재관
임인환
의원

문 복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
본 조례」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재관
강신혁
배창규
최재훈
의원

문 복

○오페라하우스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
고 임원 및 대표를 외부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고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문화콘텐
츠산업 진흥 조례안

시 장

문 복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부가가
치 신성장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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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를 표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 관람권 사용료
인하(10%→5%), 전문체육선수 사용료
(80%) 및 청소년 사용료(50%) 감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감면 대상 수
급자 근거 및 범위 정비, 신규 조성 체
육시설(산격강변축구장 외 3개) 등의 명
칭과 위치 표시 등

원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
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
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함

원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영
향조사의 조사방법 등’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
로 변경되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비상
설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창은
의원

건 교

○백화점 및 예식장 주변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실효성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삭제, 업무택시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행
기준 완화,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단위부담금의 기간을 연
장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7.30)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
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
례안

장상수
의원

건 교

○국가균형발전 및 영남지역을 비롯한 남
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
신공항 추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
원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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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교육감확중을
통한
예산결산 ○예 산 액 : 2,841,209백만원
특 별 ○기정예산액 : 2,635,500백만원
재정분권 확대 ○증 가 액 : 205,709백만원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조성제

處理結果
수정안가결
(2015.7.30)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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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 육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7.30)

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예 산 액 : 7,110,450백만원
특 별 ○기정예산액 : 7,110,450백만원
○증 가 액 : -

수정안가결
(2015.9.14)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시 장 예산결산 ○운 용 액 : 293,856백만원
특 별 ○기정운용액 : 234,265백만원
○증 가 액 : 59,591백만원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사회적경
제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김원구
배지숙
오철환
조성제
최광교
조홍철
의원

기 행

○대구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
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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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장

기 행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
훈청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을 재편하여 종합상황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규정 신설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2015년도 제5차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시 장

기 행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화성파크드림시티오피스텔(32실) 기부채
납 재산 취득(여성가족정책관)

원안가결
(2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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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기 행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
재정분권 확대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

대구광역시 풍수해저
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處理結果
찬성의견
(2015.9.14)

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성별영향
조성제
의원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순자
김혜정
도재준
배지숙
이재화
의원

문 복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과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재화
김규학
김재관
임인환
의원

문 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조
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천
김원구
박일환
조재구
의원

경 환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신설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
지 보급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철
장상수
이경애
의원

경 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
관·단체에 대한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기
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는 동물보호센
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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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
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물산업 클러스터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물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활용하
기 위해 자문관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산업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경 환

○하수도 중장기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
준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은
조재구
의원

건 교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판매시설(백화
점, 쇼핑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운동시
설 등을 허용하여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
화하여 도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
업 지원 조례

강신혁
배지숙
배창규
최재훈
의원

건 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
의 증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
교급식 방사능 등 유
해물질 식재료 사용제
한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박상태
최인철
의원

교 육

○ 대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여러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9.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 본회의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회

○감사기간, 감사대상, 일정 및 장소 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

원안가결
(2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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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최광교확중을
통한
기 행 ○소방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방시설의
김의식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분권최인철확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조례안

의원

조 성 제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0.30)

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시 장

기 행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역 민·관·경 치안거버
넌스 구축을 위하여 현재 사무협약에 의
거 운영해온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개편·운영하고 이
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119시민수
상구조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 행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재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논공119안전센터 건립

수정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재관
김규학
차순자
최길영
의원

문 복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협력추
진단 설치·운영, 응급의료 인력 교육훈
련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
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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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시 장

문 복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증·
개축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여 장
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10.30)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 대학생 및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
대,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대구미
술관 관람료 납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순자
정순천
이재화
배지숙
조재구
이경애
김혜정
의원

경 환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
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여성기
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
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길영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조성제
최재훈
의원

경 환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3조에 따라 대구
광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환
정순천
장상수
조성제
의원

경 환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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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경 환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변형 SSM으로
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 및 지
재정분권 확대 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

대구광역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0.30)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민경제특별진흥
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성제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시 장

경 환

○분야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경
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화
류규하
배창규
의원

건 교

○지역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
문화 진흥,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
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시 장

건 교

○’14.5.30 정부에 제출한 대구 군공항(K2) 이전 건의서에 그간 정부와 협의·보
완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
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5.10.30)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환
정순천
장상수
조성제
의원

경 환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교육감

교 육

○달서구 성당지역의 절대 학생이 적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접한 본리
중과 동본리중을 통합하여 적정 규모 학
교(새본리중학교)로 육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0.30)

232 大邱廣域市議會

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

교육감

교 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
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10.30)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
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

교 육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4학교군의 상중이동 ‘통’ 확대(28통→30통)
-6,7학교군의 관문동 ‘통’ 확대(27통→35통)
-11학교군 학생의 달서중학구 지원 허용
-포산중, 현풍중 남녀공학 전환

원안가결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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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6,887,40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6,176,000백만원
재정분권 확대 ○ 증 감 액 : 711,400백만원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處理結果
수정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조 성 제 의원

시 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294,095백만원
특 별 ○ 전년도운용액 : 161,054백만원
○ 증 감 액 : 133,041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7,155,850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7,110,450백만원
○ 증 감 액 : 45,4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18)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680,700백만원
특 별 ○ 전년도예산액 : 2,635,500백만원
○ 증 감 액 : 45,2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09)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
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853,990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2,839,209백만원
○ 증 감 액 : 14,781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18)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제
배지숙
이재화
이경애
임인환
최재훈
이귀화
의원

기 행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 및 존속기한 명
시로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며,
활동상황을 정기적 점검·평가 및 공개
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철환
최인철
최길영
김원구
의원

기 행

○지방분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
설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단
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조례안

최광교
강신혁
김의식
배창규
오철환
의원

기 행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
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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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배지숙
김혜정
이재화
조성제
최재훈
의원

기 행

○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
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고액·상
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
상)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한을 「국
제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소송수행
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대구시 또는 대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상향 조정(최대10만원→최대100만원)하
고, 조례의 일부 문장과 용어를 이해하
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시민원탁
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기 행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
민원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기반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누락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및 주
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누락사항을 보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 장

기 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
행령 개정(’15.7.20)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
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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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기 행 ○시민안전테마파크 2관 개관 및 대구도
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 건
재정분권 확대 립 사항을 반영하고 이용방법 및 휴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
테마파크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성제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2.09)

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개정하고 시민안전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원

대구광역시 시민공익
활동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시 장

기 행

○시민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 육성, 시
민사회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시민공익활동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공익활동지원센
터를 민간에 위탁·운영을 위하여 대구
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
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대구경북연구원 : 3,600백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50백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54백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279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청소년지원재단 : 239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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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 보전을 위해 조
정교부금 교부율 및 「지방재정법」개정
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18)

대구광역시 자치행정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기 행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
익활동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
회 발전을 도모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공익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 장

기 행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속기
한 도래(’15.12.31)로 폐지하고 새로운 한
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
를 신설하며, 녹색환경국 산하에 ‘물산
업과’를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18)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기 행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속기
한 도래(’15.12.31)로 폐지하고 새로운 한
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
를 신설에 따른 기능조정과 ‘역학조사
관’ 배치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
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총 정원 5,455명 → 5,456명

원안가결
(2015.12.18)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
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김규학
임인환
차순자
최길영
의원

문 복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약류 및 약
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
매기 설치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재준
김재관
배지숙
이재화
의원

문 복

○개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
시설에 설치·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 우선허가 대상
정비, 우선권 부여대상의 구체화, 계약
해지자에 대한 과도한 신청제한 규정을
완화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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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문 복 ○위생관련업 경기·경연대회, 조사·연
구 사업, 기술개발 보급 등 위생관련업
재정분권 확대 발전과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대구광역시 위생관련
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2.09)

위해 공중·식품 등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조 성 제 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FISU 장학사업 대상자를 대구지역 학생
선수로 한정하고, 기금 수입액 범위 안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용대상에
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여성가족정
책관 소관 출연 계획
안

시 장

문 복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대구여성가족재단 : 1,26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문 복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대구의료원 : 1,890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문화체육관
광국 소관 출연 계획
안

시 장

문 복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대구문화재단 : 1,113백만원
대구오페라재단 : 1,914백만원

수정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오철환
박일환
장상수
김원구
정순천
의원

경 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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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순천
이재화
배지숙
차순자
이경애
김혜정
의원

경 환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체
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글로벌도
시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경 환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민간단체, 국제개별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하
여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일부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
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
하고,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및 일부 문
구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대구디지
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시 장

경 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설립 및 수
행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설
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시 장

경 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기능과 시설이 중복되는 환경산업종합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취소
(’14.2)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시민참여사업의 내용을 명시
하여 보조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
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
구를 수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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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경 환 ○정부·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한방산업 육성 체계화를 위해 대구·경
재정분권 확대 북 공동 출연기관인 (재)한국한방산업진

(재)한국한방산업진흥
원 국가재단 전환 계
획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2.09)

흥원의 국가재단 전환 계획에 대한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016년도
조 성창조경제본
제 의원
부 소관 출연 계획안

시 장

경 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대구신용보증재단 : 5,610백만원
대구테크노파크 : 2,200백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2,100백만원
국립대구과학관 : 2,235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첨단의료산
업국 소관 출연 계획
안

시 장

경 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
고자 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5,000백만원
한국뇌연구원 : 5,587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
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일환
장상수
조성제
차순자
임인환
최인철
최재훈
의원

경 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사무위탁 근거
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정
책추진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1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
례안

김의식
배지숙
최광교
조재구
의원

건 교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
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건 교

○옥외광고물 분류에 입간판 신설에 따라
‘입간판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대구옥외
광고대상전 보조금 지원 조문을 명시하
고 규제개혁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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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 교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
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반영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건 교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투
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건 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
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하고 요금부과의 정당성 제고와 민원예
방을 위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5.12.0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교

○도시계획시설 경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
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
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5.12.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
구) 변경결정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교

○도심 최저고도지구(9.9m이상, A=3.02
㎢)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함

찬성의견
(2015.12.09)

대구도시철도공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건 교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임원의 결격
사유, 직원의 임면 관련 규정 및 임직원
의 겸직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철도안
전법」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도시
철도 운영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지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18)

의회보 제17집

241

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교 육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
지방재정교육감확중을
통한
원의 직인 명칭 정비 및 2016.1.1.자 교육
조직개편에 의해 공인관수자를
재정분권 확대 지원청
변경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공
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조 성 제 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행
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5.12.09)

교육감

교 육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를 위해 감사 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여
학교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교육감

교 육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
청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부위원장
을 “행재정지원과장”에서 “재정평생교
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행재정지
원과장”에서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교육감 소
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하여 학생수련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련담
당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전문경력관 7 → 6(감1), 5급이하 일반
직 2,398 → 2,399(증1)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교육청계
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6조 및 108조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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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
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경리관 → 재무관, 분임경리관 → 분
임재무관

원안가결
(2015.12.0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교육감

교 육

○2016.3.1.자 교명변경 고등학교 1개교, 위
치이전 중학교 1개교 수정
○2016.3.1.자 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
교 4개교, 단설유치원 8개원 추가
○2015.12.31.자 폐지 초등학교 1개교, 병설
유치원 1개원 삭제
○2016.3.1.자 신설 단설유치원에 통폐합되
는 병설유치원 26개원 삭제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교 육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
고자 함
- 취득 8건 : 토지(59,277㎡/35,286백만
원), 건물(72,408㎡/139,396백만원)
- 처분 4건 : 토지(43,741㎡/16,581백만
원), 건물(10,332㎡/1,575백만원)
공작물(115㎡/622백만원), 입목죽(3,601
㎡/86백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6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
금출연계획안

교육감

교 육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
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 1,000백
만원

원안가결
(2015.12.0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 본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예산집행현
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을 감사하여 지
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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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교육감확중을
통한
예산결산 ○ 예 산 액 : 2,680,700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2,769,200백만원
재정분권 확대 ○ 증 가 액 : 88,500백만원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지방보조
조성
제일부개
의원
금 관리
조례
정조례안

시 장

기 행

○보조대상 사업내용 각 호를 「지방재정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당
연직과 위촉직 구분 및 위원회 기능을 법
령에 맞도록 각 호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장

기 행

○청년 커뮤니티 구심점과 청년 주도하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사회적경
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장

기 행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경영·
마케팅 등 지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에 위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국·공유재산 교환 : 시유재산(국립대
구박물관 부지 98,636㎡ 중 37,910㎡)
⇔· 국유재산(5개소 / 토지 23,582.6
㎡, 건물 11,538.52㎡)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임인환
이재화
김규학
조재구
의원

문 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새로운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
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규학
김재관
차순자
최길영
이경애
의원

문 복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해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홍보
활동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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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
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문 복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한 규
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 시지
정문화재의 시외 반출금지 조항과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출판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안

시 장

문 복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
업의 역량 결집 및 클러스터를 촉진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설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
규로 설치되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명칭 및 사용료를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출판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시 장

문 복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를 관
리하고 출판문화환경 조성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는「출판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
례

시 장

경 환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및
그 밖의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제
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중복방지와 투자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
키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경 환

○환경부 시범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에 따른 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시설에 입주하
는 디자인전문기업의 사용료 경감에 대
해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유치기업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지원동의안

시 장

경 환

○「대구광역시 기업유지촉진조례」제9조
의3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한 롯
데케미칼주식회사의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수정안가결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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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조재구확중을
통한
건 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최재훈
추진과 정비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및
재정분권김창은확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류규하
의원

조 성 제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2.25)

하고자 함

조재구
배지숙
이귀화
강신혁
의원

건 교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
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 운수종사
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건 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
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도시관리계획(방화지
구 폐지) 변경결정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교

○주택건설사업(만촌동 공동주택)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
를 폐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함

찬성의견
(2016.02.25)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
시철도망구축계획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 장

건 교

○「도시철도법」제5조 및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장
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하여 의
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찬성의견
(2016.02.25)

안심지구 도시개발사
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시 장

건 교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대구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안가결
(2016.02.25)

수성의료지구내 공동
주택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

시 장

건 교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대구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수성청아람 공동주택 건립사업

원안가결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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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
린이놀이시설 관리 조
례안

조홍철
의원

교 육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
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 육

○ 팔공산 수련원 원장·중앙도서관 총무
과장 4급 승인 및 한시정원 기간 만료에
의한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2.25)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1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취득 7건 : 구지중 이전 신축, 남동초 등
다목적교실(강당) 증축 5건, 새본리중 수
영장 증축

원안가결
(2016.02.25)

의회보 제17집

247

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김혜정확중을
통한
기 행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
김의식
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정분권배지숙확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자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조성제

의원

임인환
차순자
의원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3.25)

성화 하고자 함함

대구광역시 병역명문
가 예우에 관한 조례
안

이재화
도재준
배지숙
최광교
의원

기 행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
에 따른 인사관련 위임사무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시행
된 유독물 관련 위임사무를 조례에서 삭
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 장

기 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개정(’14. 5. 28)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
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대상기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
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재화
도재준
정순천
조재구
차순자
의원

문 복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
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장
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차순자
이재화
도재준
최인철
의원

문 복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
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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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축제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자문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위원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여성회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징
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동부여성
문화회관 운영 및 사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문 복

○동부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부과시 부가
가치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어린이회
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문 복

○어린이회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으로 회관 사용이 취소·불가능할 경
우 사용료 반환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취
소의 경우 위약금 공제 규정을 신설, 부
가가치세 징수 근거 마련 등 과도한 행
정재량을 축소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
확히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예술발전소 민간
위탁동의안

시 장

문 복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 대응, 시민 및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
램 기획인력 보강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예술발전소를 의회
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해외사무
소 운영 업무 민간위
탁 동의안

시 장

경 환

○해외주재관 확대운영 계획에 따른 중국
(상해) 및 베트남(호치민) 등 해외사무소
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
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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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경 환 ○「대구광역시 기업유지촉진조례」제9조의
3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한 케이
재정분권 확대 비와이퍼시스템(주)의 투자보조금 지원

유치기업 케이비와이
퍼시스템(주) 지원동
의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3.25)

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조성제

의원

유치기업 ㈜센트랄디
티에스 및 ㈜센트랄엘
티에스 지원동의안

시 장

경 환

○「대구광역시 기업유지촉진조례」제9조
의3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한 ㈜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의
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건 교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 명칭 변경 및 개정(’15.6.4)에 따라 변경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3.25)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 장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궐위된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함
- 당선 : 이경애 의원

기 타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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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이재화
이경애
배창규
강신혁
최재훈
의원

기 행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 및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
하고자 지역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 대규모시
설 등의 입지선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 장

기 행

○입지선정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의뢰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대행 규정 신설 등 현 조례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별지 제1호서
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
로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
원 복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미사용 휴가일수
에 대한 소급 및 이월사용 단서를 신설
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
각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
권센터 운영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시 장

문 복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와 인권증진의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
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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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시 확중을
통한
장 경 환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 신설로 인하
여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 부
재정분권 확대 담자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6조제

대구광역시 폐기물관
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5.04)

1항의 규정과 같은 주체로 수정하고자 함

조성제
의원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조재구
최길영
장상수
강신혁
의원

건 교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
도로 통행료를 감면(100%, ’20.12.31까
지)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
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연장
(’20.12.31까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도로사업
비지방채조례 폐지조
례안

시 장

건 교

○도로사업비를 포함하는 지역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의 발행은 「대구광역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을
따르므로, 기존「대구광역시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에 대
한 소명의 건

시 장

건 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해제권고 시
설 중 해제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소명함
남구 봉덕동 산33-4,10(3,585,390㎡)

기 타
(2016.04.25)

대구광역시교육청 인
성교육 진흥 조례안

박상태
윤석준
배창규
의원

교 육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
교·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인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교육청 다
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조홍철
박상태
이경애
의원

교 육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감

교 육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
련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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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2015회계연도 대구광
역시 세입세출 결산승
인안

시 장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7,728,818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6,789,768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939,050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2015회계연도 대구광
역시 예비비 지출 승
인안

시 장 예산결산 ○ 지출결정액 : 1,538백만원
특 별 ○ 지 출 액 : 1,363백만원
○ 집행잔액 : 175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시 장 예산결산 ○ 예 산 액 : 7,145,200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6,887,400백만원
○ 증 감 액 : 257,800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06.28)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시 장 예산결산 ○ 운 용 액 : 366,552백만원
특 별 ○ 기정운용액 : 335,188백만원
○ 증 가 액 : 31,364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2015회계연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교육감 예산결산 ○ 세 입 결 산 액 : 2,914,521백만원
특 별 ○ 세 출 결 산 액 : 2,615,611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298,910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2015회계연도 대구광
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감 예산결산 ○ 지출결정액 : 483백만원
특 별 ○ 지 출 액 : 405백만원
○ 집행잔액 : 78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교육감 예산결산 ○ 예 산 액 : 2,867,342백만원
특 별 ○ 기정예산액 : 2,769,200백만원
○ 증 가 액 : 98,142백만원

수정안가결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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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신원섭확중을
통한
기 행 ○효과적인 주민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재정분권 확대 예산편성 순기를 일치시키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성 제 의원
조례조
일부개정조례

시 장

기 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
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한 위임사무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치사무가 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사
항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채권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를 적용하며 경
제상황 등을 고려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고 채권발행이율 및 경
제상황, 금융기관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
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융자금의 이
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
를 개선하여 개별일몰제 적용 및 일반
적 추징규정을 신설하고,「지방세특례제
한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 장

기 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을 구체화하고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자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행정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시 장

기 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조항 변경사항
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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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處理結果

대구광역시 (가칭)청
소년창의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시 장

기 행

○ 학업중단 및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
해 실험적인 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
는 일체험 거점 공간인 (가칭)청소년창
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 장

기 행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전기자동
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김의식

경 환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함으로 친환경 자동차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광역시 임대형지
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장

경 환

○ 대구 제3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허
브 역할을 수행할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의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
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대구혁신도시 5호공
원내 고향관 건립 동
의안

시 장

경 환

○ 혁신도시 5호 근린공원 내에 향토자료
전시와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영구시설
물인 「대구혁신도시 고향관」을 건립하
고자 동구의 시유지 사용요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2016년도 창조경제본
부 소관 출연 변경계
획안

시 장

경 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규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대구신용보증재단 : 증 1,000백만원

원안가결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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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안처리 현황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要內譯

지방재정배창규확중을
통한
교 육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교
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재정분권 확대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

대구광역시교육청 국
제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안

處理結果
원안가결
(2016.06.28)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조 성 제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교 육

○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행복교
육의 선도적 추진 및 지속적 발전의 의
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가 업무표장 등록 완료됨에 따라 그 근
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06.28)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계획안

교육감

교 육

○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유아교육진흥원, 낙동강수련원 학생안전
체험관 신축
 고산초 교실, 노변중 교실, 복명초 강당,
대구예담학교 기숙사, 자연과학고 기숙
사 증축

원안가결
(2016.06.28)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 장

본회의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류규하의
원, 부의장으로 최길영의원, 박상태의원
을 각각 선출함

기타(선거)
(2016.06.29)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
거의 건

의 장

본회의

○제7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최광교의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차순
자의원, 경제교통위원장으로 오철환의
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조성제의원, 교
육위원장으로 배창규의원을 각각 선출
함

기타(선거)
(2016.06.30)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
거의 건

의 장

본회의

○제7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김
재관의원을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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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관련
계획수립, 회의운영 규칙 등 의회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시민 편의 중심의
의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반기 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조정,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의원들 간의 조정,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의정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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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 : 연간 136일
◦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9회
◦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3회
이밖에도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ㆍ정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시·도별 의정활동 및 제반 여건에 대한 차이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임되어 지방 현안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주요의안 처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은 예·결산안 3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회계연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 2016년도 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2015년도 시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지방지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 11. 20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실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건의사항 1건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교육청에서 임기제, 기간제 인력으로 파견근무 중인 속기사 2명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3에 의거 교육청 정원으로 교육청 공무원으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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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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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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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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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제시, 재난·방재활동의 기능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년간 모든 역량을
모았다.

의안처리현황
계
55

제정
12

조례안
개정
25

폐지
-

예산·결산

동의안

5

13

주요의안 처리 내용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규정
신설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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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장엔진을 확보함.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도모함.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국은
존속기한 도래로 폐지하고, 미래형자동차 산업 및 청정에너지 도시 기반구축과 메디시티
대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녹색환경국 산하에 물산업과를 신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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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함.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시행중인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장기재직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충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예산편성
순기와 서로 달라 효과적인 주민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함.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 감사하여
이를 시정 또는 건의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5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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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건 처리

향후 의정활동 계획
시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규제·관행을 개선하는데 의회의 역량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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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과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및 일ㆍ복지 연계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재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국가유공자 민원창구 등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지방보훈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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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계
35

조 례
제정

개정

6

17

예산·결산

기 타

6

6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제도상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하여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5년간 인터넷과 SNS의 용이한 접근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종마약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중·식품 등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관련업 경기·경연대회,
조사·연구 사업, 기술개발 보급 등 위생관련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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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조례안>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여 축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산하기관 및 대구의료원 등 18개 기관에 대해 14일간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은 시정요구하고, 51건은 건의·조치하였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구 분

수감기관

감사항목

2015

18

256

지 적 건 수
시정요구
58

건

의

비

고

51

향후 의정활동 계획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강한 시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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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첨단 우량기업 유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창조경제단지
조성 등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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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심사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의안처리현황
조 례 안

계
37

제 정

개 정

8

16

동의안

예산·결산

기 타

5

5

3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확보와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목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내 기업체 중 3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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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고, 활성화된 상권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임.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분야별 주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직접적인
근거(규정)를 마련한 것임.

〈대구광역시 청년취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지역의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대구를 친환경 자동차 선진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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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우리시 적정이윤율(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동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타 시·도 대비 높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인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에 근거 없는 시장도매인 임원의 자격 요건 추가 지정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시장도매인 임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된 요건 외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 가능한 동물보호센터의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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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산업 클러스터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단계부터 물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활용하고자 자문관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물산업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중장기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시민참여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일부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위원회
명칭과 근거조항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추가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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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단체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시범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에 따른
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임.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 신설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같은 주체로 수정함.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능과 시설이 중복되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취소(’14.2)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에 관한 동의안〉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2016년 1월 국가재단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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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가산업단지내 롯데케미칼(주)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물산업 분야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분리막)을 전문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베트남 등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유치기업 케이비와이퍼시스템(주) 지원동의안〉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기업인 경창산업과 독일 보쉬사의 계열사간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한 ‘케이비와이퍼 시스템 주식회사’의 유치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치기업 (주)센트랄디티에스 및 (주)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기업인 센트랄그룹의 계열사인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를 유치(이전) 함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창조경제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6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첨단의료산업국 소관, 3개 출연기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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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계획 변경안〉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의 변경(1개 출연기관)에 따라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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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첨단의료산업, 환경 분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집중 감사하여 주민대표 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06건 중 59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47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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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공원조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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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도시철도 건설을 통한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발과 도시발전 등 시민편익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의회주도의 적극적인 간담회 개최 등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기능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속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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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부가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교통 행정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의안처리현황
계
29

조 례 안
제 정

개 정

폐지

3

15

1

의견청취 등

예산·결산

6

4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수반한 범죄건수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민편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 이중 규제를 개혁하며, 개정 된 「도로법」의 조문과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불필요한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276 大邱廣域市議會

건설교통위원회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시민중심의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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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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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도시 철도채권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도시철도채권 액면 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화점 및 예식장은 승용차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백화점 및 예식장 주변 교통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교통유발 시설인 바,
이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백화점 및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 업체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삭제하고 업무택시제 시행 시 이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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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신공항 추진을 위한 민간의 제반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량과
염원의 결집을 통한 남부권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
용도제한이 있으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의 산업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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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5. 30 정부에 제출한 대구 군공항(K-2) 이전건의서에 대해

그간 정부와

협의·보완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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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임원의 임면,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사항을 반영하고, 「철도 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도시철도
운영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지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는
등,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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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가 상위법령 근거 불비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대구
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주택건설사업(만촌동 공동주택)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를 폐지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안심연료단지 이전·폐쇄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지역의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고,
사업추진방식은 전면수용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공익성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투자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제안함.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
수성의료지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조건에 따라 확보한
공동주택(2BL)용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수성의료지구 내 의료, SW, IT 등 외국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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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따른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30호) 건립이 필요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제안함.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 및
개정(‘15. 6. 4)에 따라 조례 전반에 관한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또한, 통행료 감면
중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대구광역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도로사업비를 포함하는 지역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의 발행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기존
「대구광역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여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진한 사항 106건 중
82건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24건을 건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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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정활동 계획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균형발전 촉구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도로·건축시설물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 촉구
○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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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으며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꿈은 시들어지고 대구는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대구지역 고등학교
학군조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학교 내 운동부나 기숙사 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됨에 따라 조속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공동체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 이탈 시 대안적 학습경로가 부족하고, 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큰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부적응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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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학업중단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업중단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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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11.2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재정 운영의 사전관리를 위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3. 1.자로 통합되는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통합으로
신설되는 새본리중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3017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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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08호, 2015.7.20. 공포, 2015.7.2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부위원장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학생수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 후 신분변동 없이 장기
재직하는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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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시행 2014.11.29.) 됨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명칭을 정비하고, 2016.1.1.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관수자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12. 31.자 학교폐지(2교) 및 2016. 3. 1.자 학교신설(14교), 학교폐지(26교),
위치이전(1교) 및 교명변경(1교)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예산 지원, 행위 제한 사항,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련기관(해양수련원-4급, 낙동강수련원-4급, 팔공산 수련원-5급)간 원장 직급의
형평성 유지로 수련활동, 대안교육 등의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총괄
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4급 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하여 3년간(2013.4.1.~2016.2.28.) 운영하던 Wee센터 등 상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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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7.21. 시행)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협력 운영을 위해 교류협력 대상, 사전검토, 의회의 의결,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문장, 휘장, 업무표장과 엠블럼에 대한 규격과
모양 등 통일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여 대구교육의 자긍심
및 애착심 등을 고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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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67건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였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대상기관

감사항목

22

330

지 적 건 수
시정요구
55

건

의
112

계
167

향후 의정활동 계획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구의 미래가 더욱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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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14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징수전망 및 실현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세출부문은 재정건전성 및 투자 우선순위 적정여부, 과다 책정되거나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형식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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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안 제출전
재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1)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5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증 감(△)

2,635,500

2,841,209

205,709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2,057억
900만원 증액된 2조 8,412억 9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5. 7. 22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김혜정, 김재관,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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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예산액

증 감(△)

7,110,500

7,110,5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5. 9. 10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김혜정, 김재관,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3) 201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
당초예산액

2016년도
예산액

증 감(△)

대구광역시

6,176,000

6,887,400

711,400

대구광역시 교육청

2,635,500

2,680,700

45,200

구

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5. 12. 2~7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김혜정, 김재관,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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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
▨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기정예산액
(당초예산+2회추경)

제3회추경
예산액

증 감(△)

7,110,450

7,155,850

45,400

▨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정예산액
(당초예산+1회추경)

제2회추경
예산액

증 감(△)

2,841,209

2,853,990

12,781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5. 12. 15 ~ 12. 16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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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김혜정, 김재관, 김원구,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증 감(△)

2,680,700

2,769,200

88,500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보다 885억원이
증액된 2조 7,692억원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 활동기간 : ’16. 2. 19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김혜정, 김재관,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6) 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구

2015년도

증 감(△)

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입

세출

대구광역시

7,098,867

6,125,551

7,728,818

6,789,768

629,951

664,217

대구광역시 교육청

2,794,931

2,686,099

2,914,520

2,615,611

119,589

△7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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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액은 7조 7,288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299억 5,100만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6조 7,897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642억 1,700만원 증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9,14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95억 8,900만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2조 6,15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04억
8,800만원 감소된 원안을 각각 승인하였다.
▨ 활동기간 : ’16. 6. 23~27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최광교, 김혜정, 김재관,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7)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
▨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2016년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증 감(△)

6,887,400

7,145,200

257,800

▨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구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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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액
(당초예산+1회추경)

제2회추경
예산액

증 감(△)

2,769,200

2,867,342

98,1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 활동기간 : ’16. 6. 23 ~ 6. 27
위원장

간사

오철환

배창규

위

원

최광교, 김혜정, 김재관, 장상수, 최인철, 류규하. 이귀화, 최재훈, 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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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

구성목적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도권이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서해안 시대가 확산되는 등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대구·경북간의 협력체제 구축 또한 시대적으로 절실한 현실에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
등 당면해 있는 위기의식 공유차원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에 따라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대구·경북 상호 협력으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자 한다.
뿌리를 같이 하는 대구·경북이 공동체적 인식 하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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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구·경북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두
지역간 국책사업의 공동 유치, 공동협력사업 발굴,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방안 강구 등 의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진정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기간 : 2014. 8. 27 ~ 2016. 6. 30(1년 8개월)

위원회 구성
위원장

간사

위 원

최광교

강신혁

김혜정, 임인환, 최인철, 최재훈, 조홍철, 배창규

주요 활동사항
2015년 10월에는 제3차 대구경북 상생투어의 일환으로 팔공산 둘레길과 불교문화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대구·경북간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경산시청과 경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한뿌리상생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경산시와 인접지역간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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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 남부권 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

구성목적
- 남부권 신공항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회생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줄 핵심 인프라로, 물류와 산업을 집중시켜
남부권 전체 발전을 이끌어 갈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지난 5대와 6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2009년 9월 25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신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남권 광역의회 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지난 2011년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발표 이후, 결과에 불복한 영남지역의 꾸준한 신공항
재추진 요청에 따라, 국토부에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지역의
항공 수요가 2030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여
신공항 건설 등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 그러나,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간 유치갈등으로 인해 이미 한번 실패한 바 있는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영남권 5개 시·도를 비롯한 남부권
각 지역의 자치단체,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연대하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였음.
- 이러한 각계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의 공동합의
준비를 점검하며,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부권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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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 2014년 8월 14일 장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장상수 의원, 김혜정
의원, 조성제 의원, 김재관 의원, 김원구 의원, 류규하 의원, 이경애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상수 의원, 간사에 김혜정 의원을 선임했음.
- 이후, 김원구 위원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2016년 3월 25일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여 위원을 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활동기간 : 2014. 8. 27~2016. 6. 30

위원회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장상수

김혜정

위

원

조성제, 김재관, 류규하, 배창규, 이경애

주요 활동사항
○ 회의 및 간담회 개최
-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14. 8.26, 특위구성결의안)
-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개최(’14. 8.27)
-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3회 (’14. 9.25, ’14. 10.17, ’16.6.28)
- 남부권 신공항 유치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총 11회
○시민사회단체 협력 및 홍보 활동
-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14. 10. 23.)
- 남부권 신공항 관련 대시민 홍보활동 : 서문시장 야시장(’16. 6. 14.)
○의정활동 성과 및 신공항 후보지 현장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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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 (’14. 8.27.)
-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조례 제정
: 장상수 위원장 및 특위위원 전원 공동발의(’15. 7.)
- 본 회의 긴급현안발언
: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6. 6.16.)
공정한 입지선정 및 부산의 정치쟁점화 중단 촉구
- 남부권 신공항 후보지 현장시찰 : 밀양, 부산 가덕(’14.11. 5.)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 현장조사
- 연수기간 : 2016년 5월 7일 ~ 5월 11일 (4박5일간)
- 방문기관 : 중국 바이윈공항, 홍콩 입법회, 첵랍콕공항, 오사카 간사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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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구성배경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달려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와 지방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 추진 지원과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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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적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근원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지방분권추진특위는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동 추진, 대구시,
자치구·군 및 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분권운동
방향 정립과 분권 추진 마인드 제고를 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국 4대 자치단체협의체와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을 통해 시도의회에
‘지방분권특위’ 구성 및 대정부 활동에 공동대응하며, 지방분권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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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사

최인철

차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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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오철환, 임인환, 강신혁, 이귀화, 조홍철, 이경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5. 주요활동사항
○ 대구·경북 지방분권 공동연찬회 개최(2015. 7. 7)
○ 대구·강원도간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논의(2015. 10. 22)
○ 분권운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초청 신년간담회(2016. 1. 11)
○ 지방분권운동 추진 관련 신년업무보고(2016. 3. 23)
○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2016. 5. 10)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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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

우리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주도나 일부 단체에 예속되어 개최됨에 따라관광 상품화되지 못 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축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축제 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축제
활성화와 대표축제 육성·발굴을 위해 지역축제 및 육성 조례 제정, 축제활성화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촉구하며, 축제평가시스템은 축제선진화추진특위에서 구축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축제선진화 추진
특위를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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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주요의안 처리내용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역축제를 재점검하고 특위활동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축제 활성화와 대표축제의 육성, 발굴 등 축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며
대구바로알기운동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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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내용
○ 축제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 구성(2014.12. 19.)
위원장

간사

임인환

강신혁

위

원

오철환, 최광교, 김재관, 최인철, 최재훈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대구시 축제선진화추진을 위한 토론회(2015. 1. 28.)
- 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2015. 4. 1.)
○ 2015년 각종 축제의 관한 집행부 업무보고(2015. 3. 24.)
- 대구치맥페스티벌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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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보고회 개최
- 주요축제 종합보고회(2015. 10. 13.)
- 대구광역시 봄축제 보고회(2016. 4. 29.)

주요 활동성과
○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 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표축제 보고회와 관련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
○ 구·군 관계자와의 간담회로 기초단체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축제평가단을 구성, 주요축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축제 피드백을 통해
축제발전 계기 마련

향후과제
○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많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구의 대표 축제 지속적
발굴·육성
○ 축제의 정례화·시스템화·도시 브랜드화 구축,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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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

의

문

우리는 대구시민의 대표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
하고, 열린 의정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한 노력
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한 변화, 대구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
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
다.
하나. 우리는

대구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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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
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5. 5.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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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현황

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 총 괄 확대
•질문의원수 : 18명
재정분권
•질문건수 : 21건
조성제

의원

■ 분야별 질문현황

회기별질문건수
구분

계 제235회 제236회 제237회 제238회 제239회 제240회 제241회 제242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계

21

6

문화체육

2

1

교육

3

1

산업·경제

5

2

환경·보건

2

사회·복지

3

교통

4

도시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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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1

1

1
2

1

1

1

1

1

1

2
1

1

1

2

1

1

건설주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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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김의식 □대구시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원

에 대하여
ㆍ낙후된 서구지역의 개발여건을 향상시킬 수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한 노후공단의 환경
있는 도시정책은 ?
개선 및 산업 첨단화하고
-KTX서대구 역사 및 광역철도망 건설 등 앵커
시설을 유치하여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
경 개선해 가겠음.
ㆍ중구, 서구, 남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 -그동안 산업화와 부도심권 개발 등으로 도심공
역 조정에 대한 의지는 ?
동화현상이 진행되면서 중·남·서구는 상대
적으로 낙후되었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 주민투
표, 의회 동의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
며 자치 지역 주민 간 큰 갈등이 예상
-지역균형발전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접근하기보
다는 도심재창조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추진하겠음.
-도시 기능회복과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바람직함.
ㆍ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기능회복과 환경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공사와
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 조합간 소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영개발
든 제도이지만 구도심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식 등 추진
지정만 해놓았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역발전을 견인 할 앵커시설인 ktx역사, 복합
해도 과언이 아닌 데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방 환승센터,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발전사업 병행
추진
안은?
-정비기금은 우리시 실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용예정
-대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노후 도심개발사업
으로 안심연료단지·검단들·고성·대봉·신
암, 5개지구 대상으로 타당성검토·주민동의
진행중임.
ㆍ낙후지역 중 공업단지나 혐오`기피시설이 설 -서구 염색산단 인근지역은 비산먼지, 악취로
치된 지역의 주민의 건강위험도가 높은데 주 인한 민원발생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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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통한-인구고령화, 노후주택밀집 등 도시취약계층 공
지방재정
확중을
공의료안전망 구축 필요함.
-악취배출량조사(’15.5～’16.2),악취기술 진단
재정분권 확대
실시(’15)등 저감대책 추진 중임

조성제

의원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 ’15.5 부지매입완료,
건축비30억원 확보추진

김규학 □칠곡강북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초고령화사
의원

회 대비 노인일자리 대책 등
ㆍ최근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낙동강 강정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리저수지에 국
령보에 푸드트럭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는 비 22억, 구비 20억, 시비 38억을 들여 자연생
규제개혁의 큰 성과를 일궈냈는데 칠곡경대병 태 수변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음. 사업이 완료
원역 주변 서리저수지 일대에 푸드트럭 테마 되면 북구 칠곡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들이 3호선을 타고 방문하시는 휴양
파크를 만들 계획은?
시설이 될 것임.
-서리저수지에 푸드트럭을 넣는 사업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대통령 규제개혁 1호 사
업으로 푸드트럭이 사업화되고 있고 의원님 말
씀처럼 국가하천에는 대구가 처음으로 설치하
게 되었음. 그러나 모든 곳에 푸드트럭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이나 관광지,
하천부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서리저수지는
현재 도시공원은 아니며, 자연생태 공원화사업
을 마치고 북구에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
설을 변경 지정하면 푸드트럭 도입 추진이 가
능함.
ㆍ주말에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의원님께서 ‘칠곡3번’을 ‘가산산성을 경유하도
위해 맞춤형 버스를 확대·개편하여 도시철도 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3호선 칠곡경대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 생각함. 다만, 가산산성은 행정구역상 대구시
가 아니라 칠곡군에 속하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몇 가지 협조를 해 주어야 됨. 주말에 가보면
개인 자가용들이 많이 서 있어서 버스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올 곳이 없음. 칠곡군과 버스소통 및 유턴하
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협의만 되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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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3번’이 가산산성을 경유하는 노선조정은 그
리 어렵지 않음.
-‘팔공3번’과 관련해서는 칠곡경대병원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경우 배차간격이 10분정도 늘어
나지만, 출·퇴근 노선이 아니라 주말에 팔공
산 가는 맞춤형 노선이기 때문에 주말에 10분
정도 연장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함.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이 많으므
로 칠곡경대병원역 인근에 버스회차 방법과
정류장 설치장소를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시
민들이 몰리는 가을 행락철부터는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음
ㆍ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대책을 위해 -연령은 늘어나는데 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는
‘고령자친화기업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 굉장히 빠름. 무엇보다 중요한게 노인들 일자
행할 계획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 리 정책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함.
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외에 현재 지속가능한 -취임한 이후에 그 동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정책은 무엇인지? 매칭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은 계속 해 왔
지역경제에 활용할 신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음. 그러나 단순근로형태여서 어르신들이 보람
‘초고령사회대비 노인을 이용한 지역경제성장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예로 들면 노노케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은?
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환해서 지금
은 추진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조
금은 더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서 어르신들이
자립적인 일자리부분으로 되긴 좀 어렵다는 생
각임.그래서 어른들의 자립적인 일자리 부분들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좀 시장경제 내
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부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함. 두 번째는 이제는 평생
학습사회로 가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교육 부분들, 지금도 복지관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이 부분들이 단순히 여가생활이나 취미차원을
넘어서서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취업·일자리 부분과 연계된 평생교육을
좀 강화해 나가야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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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어르신들의 일자리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
도록 하겠음. 다만, 우리가 일자리부분과 관련
해서 사실은 어르신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
재정분권 확대
한 문제지만 우리 대구 입장에서 보면 청년일
조성제

의원

자리가 참으로 절박한 과제임. 청년일자리와
어르신일자리가 충돌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
음.
-지금 시차원에서 사실은 이를테면 고령자고용
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
앙정부가 하는 사업임. 지금 현재 시가 직접 노
인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거
나 이런 부분들은 없음. 정책적으로 없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8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제조판매, 공동작업, 인력파견사업 등
60개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
인일자리 이 부분들은 청년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면밀히 검토해 나
가도록 하겠음.

ㆍ타지인들은 대체적으로 대구의 교통현실에 대 -횡단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구 교통
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 중
시장님의 의견은?
심으로 짜여 있음. 옳으신 지적임. 그리고 한
편에는 지하상권 보호란 걸림돌이 있었다고 생
각함. 제가 취임 이후에, 이제는 보행자 중심
의 교통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으로 횡단보
도를 계속 설치하고 있음. 물론 그 와중에 지하
상가 상인의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 같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 우선은 반월당 북편, 봉산육거리 북편에
횡단보도를 이미 설치하였음. 큰장네거리 경
우에도 며칠 전 상인들이 제게 찾아왔었을 때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피 하다. 다만, 에스컬레
이터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이해해야 한다.’
고 설득하였음. 앞으로 보행자 중심도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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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데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인도정비 이런 부
분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좌회전 금지구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
리겠음. 말씀하신대로 좌회전 금지구간들이 굉
장히 많은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주변 교통
영향을 분석하여 좌회전 금지구간을 해제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림.
ㆍ도시철도 3호선 구간내 도로폭이 좁아 시내버 -3호선 구간 도로의 차로 폭이 버스 폭보다 부
스의 경우 차선을 물고 운행하여 옆 차량 운행 족한 곳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음. 3호선 구
에 방해가 되는 등 민원이 발생함. 도로의 구 간 차로폭은 대체로 3m이상은 확보하였고 국
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도시철도 3 토부 지침 상에도 부득이 한 곳은 2.75m까
호선 구간내 도로는 폭이 좁음. 그래서 도로 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행차선은
측면 우수받이 뚜껑이 기존 규격보다 절반 크 2.75m 미만으로 나오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
기로 설치되어 하절기 장마시 도로위로 물이 고 있으며, 다만 유턴차선 중 일부는 다소 폭이
넘칠 우려가 큼.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부족한 곳이 있음. 그래서 지난 1월 27일 시민
단체, 경찰청, 우리 시가 시민안전종합대책추
진상황 보고회시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
여 유턴지역 35개소 중 14개소는 안전지대를
확대 설치하여 보완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경
광등, 주의표지, 반사경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할 예정임.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
님들의 도움으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안전 관
련 예산을 381백만원정도 확보하여 금년 10월
까지 시인성이 불량한 유턴구역은 교통안전시
설물 설치와 무단횡단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
선을 다하겠음. 그리고 의원님이 차로폭이 부
족하다고 하신 지점은 다시 한 번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해 보겠음.
-3호선 구간 공사로 보도폭이 줄어 보행자 불편
을 초래하거나, 차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측구
를 줄여 맨홀이 작아지거나 맨홀 간 간격이 길
어 지형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우려된다고 지
적해 주셨음. 도로 전체폭은 변한게 없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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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호선 교각이 추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차로폭
확보를 위해 보도를 축소하면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이 우려되므로 일부구간 측구를 줄이고
재정분권 확대
맨홀뚜껑을 좁고 길게 설치하는 새로운 방법으
조성제

의원

로 시공하였음. 새로 설치 된 맨홀뚜껑은 직사
각형으로 길게 설치하여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배수단면적은 기존보다 1.3배정도 커져 우수기
에도 큰 문제없음. 배수가 문제되거나 보도폭
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이 지장되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음.
-하늘열차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
으니 시장님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음. 몇 차례 부
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신발이 끼는 사고가
있어 즉시조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히타치와 도
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동 정밀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시민들에게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비가 올 때 속도가 감속되거나 부
품 결함으로 차가 서는 것은 전체 통제시스템
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상이 있
어도 차가 그냥 달리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
음. 전체 시스템상 차량이 이상이 있을 때 서는
것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임. 다만 부분적 부품고장이나 결함 이런 것은
정밀하게 해서 교체할건 교체하고 하겠음.

최길영 □대구시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관련
의원

ㆍ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역량 강화 정책에 역사 -2004년에 대구 문화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
인물 재조명사업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 여 문화인물 16인에 대한 ‘대구의 문화인물’을
역 역사인물들에 대한 체계적 재조명사업 및 발간하였고 역사인물을 조명하는 동상·기념
효과적으로 후대에 알릴 수 있는 사업이 필요 비·조형물(36기)을 설치하고, 도로명·시설
한데 대구시는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 물에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등 인물별 현창사
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앞
하고 있는지?
대구시가 그간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그 으로도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동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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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근대골목을 관광프로
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이
배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인물의 현창사업과 관광사업을 접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임.
ㆍ현재 엑스코는 대구의 명칭도, 지역색도 반영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 고양과 인물 현창사업
하지 못해 대외적으로 전시회 유치 및 홍보에 측면에서 공감 함. 엑스코의 명칭 변경은 범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역인물 중 세계적 인지 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
도가 높고 존경받는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 토가 필요하며, 이전명칭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의 이름을 붙여 지역 컨벤션산업의 도약과 시 어렵고, 따라 하기 어려워, 짧고 발음하기 쉬운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엑스코로 개칭
-구미시의 박정희 체육관, 광주광역시의 김대
중컨벤션센터 등 전직대통령 이름을 딴 명칭이
타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따라하는 것
은 자칫 경쟁관계로 비칠 수 있음. 새로운 명칭
변경은 국내·외적으로 축척된 브랜드 가치를
버리고, 경쟁력 있고, 새로운 브랜드로 가치를
재창출 해 나가야 하는 중요사안이므로, 범시
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좀 더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김창은 □시내버스 감차와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종 관련
의원

ㆍ시민의 혈세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불법이 -「표준운송원가 과다지급」은 지급 절차상의 현
나 탈법으로 운용하였다고 밝혀졌음. 이에 대 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
한 조치사항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해 환수계획 여 환수 및 고발조치는 어려우며, 향후 감사 정
이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례화, 수입금공동위원 연임제한 등 신중한 재
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정지원 조치하겠음.
ㆍ감사원 지적사항, 대구시 자체 감사결과를 개 -「공차거리증가」는 차고지우선배차제 시행으로
혁안에 담아서 개혁안에 적극 반영하던지 아 연료비 절감
니면 만약 이런 개혁안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회계처리 부적정」 부분은 관계자 교육 및 행정
준공영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도 강화로 투명성 제고하겠음.
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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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택시 감차보상 지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 -대대적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을 버스개
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구시가 택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택시업체가 혁안에 반영, 감차시 운송원가는 절감되나 이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 향후 8년간 용불편, 수입금감소 등 양면성 존재함. 이번 감
재정분권
확대
1천 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 차규모(60대)는 신개발지노선신설, 배차간격

조성

고 있음. 승용차 증가대수가 매년 해마다 3만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제시안보다
5천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150억원을 8년 축소되었음을 이해 당부드림. 회사 통폐합은
제 의원
간 지원해서 3천4백대를 감차 한다면 그 효과 금년 10월경 적정대수 결정시 강력추진할 계획
가 있는지 답변 바람. 택시감차위원회가 시민 이며, 혁신안 시행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의 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 소규모 업체는 도태 예상됨.
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우리시는 시 재정부담과 업계 출연금을 고려한
효과적인 택시감차를 위해 8년동안 3,402대
감차하기로 하였고 휴지차량은 제외하는 「대구
형 감차보상모델」을 추진할 계획임. 감차 국비
지원비율 상향은 기재부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타 시·도와 공조하여 지속
건의 예정임
-감차위원회 구성은 감차위원회 설치·운영규
정에 따라 전 시·도가 동일하며, 보상가격 책
정은 업계 출연금이 직결되므로 업계도 무리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ㆍ교통유발부담금 문제는 교통유발계수 상향조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
정으로 매년 21억원이 증가하고 교통량 감축프 램 실효성을 제고하겠음. 백화점과 대형판매시
로그램 경감액 감소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 설 등은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통유
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발계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교
경감 조례개정에 대한 답변 바람. 대구시는 교 통량 감축프로그램 또한 개선할 필요성에 공
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제대로 된 시행을 감함.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정되
하던지 아니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 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과·징수에 철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 저를 기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도 미비점을
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개선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교
통량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겠음.

윤석준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 및 단일학군제 도입에
의원

대하여
ㆍ교육목적을 위한 고질적인 위장전입 문제와 -2015학년도부터 교육청-시청-경찰청-민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학군제 도입에 대 인(명예감사관)으로 위장전입 합동조사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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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이나 계획은?

答辯要旨

성하여 운영 예정임.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학
생을 실 거주 주소기준으로 강제전학조치를 하
고, 해당 학부모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
음. 광역학군은 거주지 이전 없이 타학군 희
망 고교로의 진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로, 입학년도 기준으로 광역학군 배정비율은
20%(2013, 2014) → 40%(2015)로 확대 시행
하였고, 실제 지원율 및 배정비율도 점차로 증
가하고 있음. 향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
히고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
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2015
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배정방법 개선을 위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
에 기여할 희망추첨배정 비율, 고교 단일학군
제 방안 등 다른 대안적 배정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하고 있음.

이귀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원

ㆍ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법 개 -지금까지 구·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선방안, 자율방범초소 공간마련 및 주민센터나 있음. 운영비 지원확대는 경찰청 및 구·군과 협
인근 공공기관 일부 무상임대 방안, 예산지원 의 중에 있으며,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법 개선을
과 관리·감독 기관을 경찰로 일원화, 의용소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 자율방범초소 공간
방대와 비교 자율방범대도 관련 법률 및 조례 마련 및 주민센터나 인근 공공기관 일부 무상임
대 방안 마련하겠음. 컨테이너 박스형 자율방범
제정 필요함.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초소를 조립식 건물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공공
기관 유휴 시설물을 무상 임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음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시 경찰
청이 방범활동 지도·감독과 운영비 지원을 포함
하는 일원화 방안이 규정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
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 대해서는 관
련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현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자율방범대 운영
소관인 기초자치구에서 빠른 시일내 자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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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창출 대책
의원
재정분권
확대
ㆍ청년인구 유출원인 및 대책, 일자리 50만개 추 -수도권 진학과 취업, 문화 향유로 유출 지속과 경

배지숙 □ 인구감소 문제와 청년층 인구증대를 일자리

조성

진실적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률 제
고방안, 인구증대 T/F팀 구성 및 인구관리 공
제 의원
시제도 도입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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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남권 유입 감소하고 있음. 대기업부재, 전
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위주 고
용환경 열악 및 3D업종 기피,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원인도 있음.
(좋은 일자리 창출대책)
-국가산업단지와 첨복단지 등 신성장거점에 물,
에너지, 의료를 비롯한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대
기업유치 노력하겠음. 규제개혁, 노사상생문화
정착, 원스톱기업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
은 도시 조성, 삼성 및 협력사 취업박람회 개최
등 청년-기업간의 미스매치 해소,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
조밸리 통해 새로운 창조인력 양성과 글로벌 창
업거점으로 성장 추진하겠음.
-2015년 6월 현재 총 14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14년8만6천개, ’15년 6만3천개), 이중 1년이상
상용일자리 5만3천개, 1년미만 임시 일자리 9만
6천개(취약계층 복지일자리와 건설일자리)임. 열
악한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좋은 일
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新고
용노동문화 확산으로 고용의 질 개선하겠음.
-대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상생방
안 모색을 위해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
회」를 금년 5월 전국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이전공공기관 맞
춤형 인재육성 아카데미」도 금년 6월 출범하였
음. 현재 이전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가산점 부여, 지역채용목표제 등 우선채용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이
전하는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개최하
고 있으며, 지역소재 대학간 상호 협력 업무협약
(MOU)을 통해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우대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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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증대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각계 전문
가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을 거쳐 지난 6월 결혼·출산장려,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3대전략별 장·단기 과제가 포
함된 인구증대 실행전략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
산하 전부서 및 구·군, 공사·공단에 시달, 적극
추진 협조 조치했으며, 향후 분기별 추진상황 점
검 계획
-인구증대 T/F팀 구성 관련해서는 시장과 유관기
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
축하겠음.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장 및
구·군과,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기획단 구성,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실무 T/F 운영(인구증대 시
책 관련 유관 기관·단체 실무관급, 시책 관련
부서장 등 참여)하겠음.
-인구관리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
지 250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증대 관련 중점사
업별로 인구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증감효과를 주
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ㆍ입시철마다 학교 교문에 서울 명문대 합격생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지방대 경시 풍조를 절 권고와 관련해서 우리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부추겨 결국 대학입시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청 수용하여 서울 명문대 합격생 현수막 게시 행위
년들이 대구를 떠나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인 자제 공문 발송,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한 지도 감
구 유출문제에 있어 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하 독, 교육전문직이 ‘담임장학의 날’을 통한 학교별
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입 책임 지도를 통해 지방대를 경시하는 풍조 쇄신
장과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 하여 청년 인구 유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해 설명바람.

김재관 □ 대구 취수원 이전의 조속한 결단 촉구
의원

ㆍ낙동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낙 -구미공단으로 인해 이미 대구시민들은 6번의 수
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시민의 70% 질사고와 2번의 불산가스 사고 등 8번이나 큰 고
가 수돗물 유독물질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안 통을 겪었고 지금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수질사
전한 맑은 물 공급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대 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수질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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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수원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취 험에 대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미해평
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수원 정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대구 취수장,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등 취수원 상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류 7개 지점에 대해 매월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재정분권
확대
향후계획은?
있으며 금년 1월 대구YMCA와 상수도사업본부

조성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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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으로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 수질조
사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1,4-다이옥산과 고농
도의 브롬이온 등이 검출되었음. 2006년 이후 우
리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구취수원 이전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해 왔음. 그러나 그 동안 중앙정부
에서 미온적이었고 구미의 강력한 반대로 지지부
진한 상태에 있음. 다행히 2014년에는 국토부에
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취
수원이전 종합계획 검토 용역비 10억원을 확보
하여 2014.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
하였음.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구미해평취수
장 시설이 여유가 있어 대구와 공동으로 이용해
도 수량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음. 또한, 국토부는 구미 경실련에서 제안한 강
변여과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
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월 구
미시장의 제안으로 취수원 이전을 위한 대구·구
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4차례 회의
를 거쳤지만 구미시 측은 취수원 이전 반대 입장
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최대한 인내하면서 낮
은 자세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 임하고 있음.
-앞으로 대구시민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
극적으로 구미시장과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노력을 다 할 생각이며 국회·중앙정부·경상북
도·NGO 등과 협력하여 구미시가 우려하는 사
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그동안 대구시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고
한때는 한나라당 당 대표가 나와서 당의 중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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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음, 구미는 중
앙정부와 대구시가 구미를 압박한다고 생각해 완
강하게 반대를 해왔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절박한 문제일수록 상대인 구미시를 이해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 하나는 기술적인 문
제로 구미시 반대 이유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서하고 있음, 해평취수장을 같이 이용할 경우 갈
수기에 구미시 자체 용수가 부족하고 수질이 나
빠진다는 것임. 중앙정부의 용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임, 그러나 구미시는 중앙정부의 용
역을 믿지 못하고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저
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
가 더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 문제
들은 자칫하면 정치적 갈등으로 가고 그리고 주
민들 간에는 팩트가 불확실한 것으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겨나면 사실상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
게 얽혀가는 그런 경우가 있음. 지금까지는 일면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임 그런 면에서 시장으
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함. 제 임
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겠
음. 아무리 중앙정부가 나서고 대구시가 나서고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옳다고 하더라도 구미
시민들이 반대하고 구미가 반대하면 이 문제는
풀려나가기가 참 어려운 문제임.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이런 문제를 기술
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음.

박일환 □ 대구시 투자유치 촉진 및 사후관리 강화 철저
의원

ㆍ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투 -대기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유치 전략에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의 보완 불확실한 국내외 투자여건으로 대다수 국내외 기
업들이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보류함으로 인하
방향은?
여 투자유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 또한, 글
로벌 대기업은 해외마켓을 고려하여 해외현지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투자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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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객확보 및 물류이동이 용이한 수도권과 항만, 공
항인근을 선호하고 기존 투자지역에 재투자(기존
사업장의 증설)하는 경향 등이 우리시의 대기업
재정분권 확대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그
조성제

의원

동안 우리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용지
부족과 협력사 부재로 인하여 지역에 유망한 기
업을 연쇄적으로 유치할 앵커기업 확보에 제약이
있었음. ‘1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많은 수도권(9
개) 및 기타 역외지역(2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첨복단지에는 현재까지 제
약 및 의료기기 중견기업 등 91개사를 유치 및 분
양하였음. ‘13년 세계에너지총회 및 ’15년 세계물
포럼을 계기로 해외 다수 국가에 대하여 대구시
라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생각
이 되며, 글로벌 대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
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물산업중심도시
추진단과 연계하여 활발한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중에 있음. 또한 지역산업을 선도
할 국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
유입, 기술이전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위주로 중점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 신규투자 및 확장이전사업 분야를
중점 유치하고, 중견기업은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남권역 우량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
임.

ㆍ대구시의 투자유치 실적이 지난 5년간 인근 -창녕군의 경우 입지여건이 대도시인 우리시와 연
기초지자체인 창녕군보다도 저조하고, 첨복단 접하고 부지가격 면에서 우리시의 절반수준(3.3
지 의료앵커기업유치에도 실패하고 있는 사실 ㎡당 60만원)으로 기업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
경남지역 기업들이 함안, 김해지역의 산업용지
에 대한 답변바람.
부족으로 인해 창녕지역을 선호하는 것도 한 요
인으로 작용(사천, 하동지역은 물류비용 증가로
비선호). 특히, 창녕 입주기업의 투자시점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기와의 불일치도 한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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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금은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으로 국가산단 및 첨복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성서5차단지, 첨단의료복합
에 앵커기업의 유치 대책은?
단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충분한 산
업용지를 확보하게 되었음. 신성장 산업 유치기
반 조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DGIST, 로
봇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
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등)하여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음. 특히, 2011년을 투자유치 원년
의 해로 선포하고 투자유치 조직을 확대 개편(2
개→5개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함. 지역의 산업을 선도할 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지역소재 우량기업과 국내
대기업간의 합작투자 유도, 지역 우량기업과 외
국인기업의 합작 및 증액투자 유도가 가장 현실
적인 유치정책임.
ㆍ지금까지 투자유치 사후관리 문제점을 많이 -향후 투자유치를 통한 대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경험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복단지 개발 등에 따라 지
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보완방안 설명 및 금까지의 유치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 및 우리시
과감한 정책전환 의지은?
의 향후 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방안에 대한 전반
적인 검토와 첨복단지내 적극적 투자유치 활성화
를 위해 투자설명회, 개별기업 면담, 공동 연구
과제 발굴, 지역내 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 투자
유치자문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앵커기업을 비롯
하여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유치를 통해 첨복단
지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음.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
과 투자미이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수립의 필요
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체계적인 대응방안
을 마련토록 하겠음. 유치기업에 지원한 각종 보
조금(입지, 투자, 고용 및 교육훈련)에 대응한 적
절한 투자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투
자계획과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부지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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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투
자이행상황 신고를 받아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측과도 긴밀히 협의
재정분권 확대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
조성제

의원

니터링으로 투자 및 고용을 독려할 예정임. 올해
는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앵커기
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
한 전환기 임. 우리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역 연관업종 관련 대기업 투자동향 및 투자정
보를 파악하고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유
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장상수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 마련 촉구
의원

ㆍ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 부실 및 제검증 용역, -기존 교통대책만으로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부족
효신로 지하진출램프 설치에 따른 효신로 확 함이 있어 지난 7월부터 재검증 용역 진행 중임.
장 필요성과 성동고가교 연장 관련, 철도부지 지금까지 주변지역 교통량 재조사를 완료하고
박차장 소음 및 매연 대책, 효신로16길 도로확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사
장, 수협네거리 좌회전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 업효과와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
해소 대책, 복합환승센터 인근 주차난과 건너 임. 금년내 실효성 있는 추가 교통대책을 신세계
편 신천4동 지역 교통혼잡 해소방안(우회도로 측과 역할을 분담하여 빠른 시일내 복합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 고속버스 이전 후 관련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음.
-효신로 지하진출램프는 환승센터 진출 차량 분
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은?
산시켜 동부로와 수협네거리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사 중임. 효신로 차로 감소(3→2
차로)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확장(1개차로, 길이
=200m)을 검토하겠음. 성동고가교 연장은 성동
고가교 공정(62%), 지하진출램프와의 간섭 문제,
인접 주민 반대민원 등을 감안 시 추진에 어려움
이 있음.
-철도부지 박차장 건립관련 민원관련해서는 매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집진설비와 공기여과 장
치를 설치하고 1층 외부에 있는 개구부를 없애
고, 전면부에 소음방지 루버(2~7층)를 설치할 계
획임. 효신로16길 확장 문제는 박차장과 접한 주
택가 주민편의를 위해 도로폭을 확장(6m→8m)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수협네거리에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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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삼거리 방향 일반차량 좌회전 불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좌회전 허용을 협의 중이며, 불가시 박
차장과 연결하기 위해 신설계획으로 있는 효목삼
거리 진출로에 효신로 16길 확장도로를 직접 연
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임.
-효신로 차로 감소(3→2차로)에 대해서는 일부 구
간 확장(1개차로, 길이=200m)을 검토하겠음. 성
동고가교 연장은 성동고가교 공정(62%), 지하진
출램프와의 간섭 문제, 인접 주민 반대민원 등을
감안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 지역의 체계적
인 개발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을 발주함. 신천4동 동서방향의 어긋난 가로교통
체계 개선, 불법주차 차량 점용에 대한 대책, 인
도협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대책 등 검토하겠
음.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 공급과잉 등 무분별한
대규모 건축사업제한을 위해 2013. 10월부터 2년
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
며,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우회
도로 건설은 해당 지역에 많은 주택과 상가 밀집
해 있고 동대구로 방면에 다수의 대형빌딩이 위
치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신천4동주민센
터~동부정류장 구간은 향후 주변에 예정된 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하겠음. 공영주차장 건설은 동대구역세권 주변
의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임. 적정한 부지 물색과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 등 민간개발시 공공기여 등의 대안도 찾아
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터미널 후적지 개발방향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계획 없음.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임. 후적지 개
발방향 설정시 공공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고 주
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음.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므로 고층·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엔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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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노선개편 개선 촉구
의원
재정분권
확대
ㆍ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회계전문기관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용역은 지

최재훈 □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의 문제점 지적 및

관련?

조성제

의원

난 6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마무
리할 계획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
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
어 표준운송원가 절감과 인건비 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기 바
람. 표준운송원가를 5년마다 재산정하는 등 준공
영제 혁신의 제도적 기반마련 및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금년 11
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임.

ㆍ수입금 목표관리제의 적용 가능여부와 증가요 -노선별로 수입금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률에
인에 대한 구분방법 및 경영개선효과는?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버스회사간 경쟁을 유
도하여 수입금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
각함. 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입금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축적된 수입금 자
료가 필요하며, 당장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일정기간 수입금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후 시
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ㆍ수요응답형교통 도입 관련 추진 의지 및 지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오지지역에 교통서비스
사유는?
를 제고하고 오지노선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
선하기 위한 제도임. 본 제도는 주로 벽지노선이
운행되는 시·군 단위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광역시 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기존 오
지노선을 폐지하고 효율성이 높은 본 제도로 대
체하여 도입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15.4~8월)함. 노선특성, 이용수요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노선을 검토하였으며 달
성군 12개 노선 중 달성4번과 가창2번 노선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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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됨. 향후,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1개 노선
을 선정, 1년간 시범 시행할 계획임. 시범시행 후
효율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
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시행여부
결정. 시범시행을 위한 지원예산 3억원을 ’16년
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방안
은 달성군과 협의 중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우선으로 하여 추진 필
요함.
ㆍ노선개편시 지선기능 약화로 인한 시민들의 -이번 노선개편은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
불편에 대해 답변
응하고 도시철도3호선 개통과 연계한 개편이라
는 점 이해주시기 바람. 노선개편방향은 중복·
장대·굴곡노선 조정을 통한 잉여차량을 주요
간선축과 교통사각지역 노선신설에 활용하고 도
시철도와 시내버스간 환승연계체계 구축에 중점
을 두었음. 폐지된 노선은 이용자가 많은 구간
에 기존노선 변경이나 대체노선을 신설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다만, 도시철도와 시내버
스간 환승과 장대노선 단축에 따른 환승률 증가
로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지선기능 약
화 지적은 노선개편 초기 노선 인지도가 낮아 일
부 택시이용자가 있을 수 있으나 지선노선을 7개
(23→30개 노선) 더 확대하는 등 지선기능을 강
화하여 편리하도록 개편하였음. 노선개편으로 인
한 불편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
한 부분을 금년말경 보완조정할 계획이며, 노선
개편의 불가피한 측면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조홍철 □ 학교폭력, 비선호 기피학교, 교장공모제 문제
의원

에 대하여
ㆍ학교폭력 피해 학생수 7개 광역시 중 최상위 -교육부 정보공시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7
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한 교육시간은 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학생수를 나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수는 최 냄.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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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인 원인분석과
해결 방안은? 통한 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
지방재정
확중을
행한 것을 반증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
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4년 연속 1위를 차
재정분권 확대
지함. 동기대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율과

조성제

의원

자치위원회 피해학생수는 비슷하게 나타남. 이
는 사소한 사안도 모두 자치위를 개최하여 처리
한 결과임. 국정감사에서 전국최저의 피해응답율
0.3%는 왜곡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
히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함으로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하게 하여 자치위 심
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 증가시켰음. 교우관계 회
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가·피해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노
력하겠음.

ㆍ비선호 기피학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비선 -비선호 기피학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간
호 기피학교에 대한 대책, 남녀공학 학교를 단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선택기준이
성학교로 전환 검토 의견은?
차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 선호지역인 특정지역으로의 전입
학생 증가 및 그로 인한 일부지역의 배정 대상 학
생 수 부족임. 비선호 기피학교에 대책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한 적정규모
유지 방안을 마련, 선호도가 낮은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 대구광역
시와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일
반고역량강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음. 남녀공
학 학교를 단성학교로 전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는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
생배치여건 변화,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학
생통학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
히 접근하겠음.
ㆍ공모교장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교장공모의 불 -적정한 지원율 유지 및 다양한 지원책 모색하겠
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안은?
음.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 확대하여 공모교장에
응모 가능한 인원을 늘려 적정한 지원율 유지하
고, 사실보다 과장된 심리적 부담감을 떨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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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분이 공모교장에 많이 응모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모색하겠음. 타 지역과 공모교장 지정 비
율이 비슷하도록 비율 조정 공모제와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 승진하시는 분과의 균형잡힌 인사정
책으로 승진을 앞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최광교 □ 전통시장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원
ㆍ대형마트의 지역상생발전 노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은 지역기여
도 가이드라인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을 통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1유통업체,1전통시장」전담지
원을 위하여 특성화사업, 특화상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을 추진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도록 추진할 계획임.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매
입액은 2천965억원으로서 ‘14년도총 매출액 1조5
천228억원의 19% 차지함. 그동안 지역생산품 구
매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하
여 상품을 매입하고,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우
수상품품평회”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음. 대형마트내 지역인재 현황
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인원 3,297명중 지역민은
3,215명(97.5%)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가이드
라인95% 이내에 있으나, 지난 2010년 우리시에
서 마련한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지역인재 채용
등 9개 항목)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를 채
용해 나가겠음.

ㆍ식자재마트 등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현행 법령에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등 변형 SSM은 서민상권으로 급속히 진
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출하고 있음. 금년 내「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
정 및 운영」조례 제정 및 특구지정을 추진 중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변형 SSM 진출로 인해 대
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
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여 전통
시장과 중소상인을 적극 보호 및 육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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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ㆍ전통시장 광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 -과거 별도의 공연장이나, 집회시설이 없던 시절
은?
에 전통시장은 상거래 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으
재정분권
확대
로써 광장문화의 중심 역할해 왔음. 광장문화 접
조성제

의원

목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성을 복원하는 매
우 의미있는 제안임. 그 동안 중구 방천시장을 김
광석 길과 연계한 공연장, 벽화거리 등 조성, 동
구 불로전통시장, 달성군 현풍 도깨비시장은 중
기청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장문화가 있는 전통
시장으로 조성함. 앞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놀이
문화를 재현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전통
시장에 광장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음.

ㆍ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 경관디자인 추진 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특성에 맞는
향은?
디자인을 접목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고정시설물
등 투자로 인해 경관디자인분야는 다소 부족하였
음. 향후에 아케이드, 조형물, 간판, 공연장 등 전
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별
특화된 먹거리, 점포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경관
디자인을 접목시켜 나가겠음.

차순자 □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기관으로서 대구의료
의원

원 활성화 대책
ㆍ메르스 거점병원인 대구의료원에 감염 및 호 -메르스 거점병원인 대구의료원의 감염 및 호흡기
흡기내과 신설지원 등 지역의 신종 감염병 예 내과 신설 등 지역의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
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대구의
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은?
료원 인력현황은 2015.9월 현재 575명이며, 총
병상수는 580병상으로 이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43병상, 진료과목은 내과 등 18개과를 운
영하고 있음. 대구의료원은 이번 메르스 발생에
따른 확진·의심환자 29명을 치료하여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위상강화와 책임을 다하였으나,
감염내과 전문의 부재로 메르스 전문 치료기관으
로서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우선적으로 감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코자 대구의
료원에 감염내과 신설을 위해 지난 2회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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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문의 인건비 6천7백만원
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 2019년까
지 8억원을 지원하여 감염내과가 제대로된 감염
병예방 전문기관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향후, 감염병 예방과 진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
기 위해 호흡기내과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검토하겠음. 신종감염병 예방 전문인력 역
량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으로 하여금 민간역학
조사관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병의
원,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 위
기대응 교육·훈련, 워크숍, 감염병 관리전문교
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구의료원이 감염
병 예방 중심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음.
ㆍ부족한 음압격리병상 등 격리병상과 관련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대구시 전체가 보유한 음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압 격리병상은 9실 11개 병상임. 대구의료원 3실
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5개, 경북대학교병원 3실 3개,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 3실 3개가 있음. 음압 격리병상 숫자는 소수
이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 진료시에는 의심환자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
를 치료 못한 사례는 없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
해 주신대로 향후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시에는
지금의 음압 격리병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임. 그래서 중앙정부의 “2015년 국가지정 음압 입
원치료병상 확대 설치 사업계획”에 따라 22개 병
상을 요청 해놓은 상태이며 이 부분은 대구의료
원 7병상, 나머지는 민간병원임. 그러나, 국비 지
원과 상관없이 대구의료원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7병상을 추가해서 10실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하여 대구의료원 중심의 감염병 체제를 갖
추고 나머지 경북대병원 등도 국비 지원을 통해
서 음압병동을 확충해 나가겠음.
ㆍ향후 지역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우리시의 대구의료원 재정지원은 최근 점차적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거듭 촉 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원 수익구조도 차츰
구하며,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개선되고 있음. 이는 대구의료원의 자구적인 경
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영혁신도 있었지만 대구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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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은?
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이 사실은 대구의료원의 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으로서 대구의료원을 제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확대
재정지원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조성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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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신규, 노후화 된 시설·장비 보강에 36
억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올해 메르스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영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6
억을 의원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으로 확보하
여 경영안정화에 노력하였음. 대구의료원의 전반
적인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은 중상위권 수준인 B
등급으로 2018년까지 환자 재원기간 단축, 항생
제 처방률을 줄이는 등 다양한 부분의 개선을 통
해 최상등급의 의료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함.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가 필요하며 2019
년까지 대구의료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우
수 전문의료진 확보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가 다른 의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예산투입이 필
요하다고 생각됨. 구체적인 예산액은 의회와 상
의하겠음. 의원님께서도 대구의료원이 제자리를
잡아서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
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림.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
의료원만 모든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들을 확충
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타
의료기관의 감염내과를 살펴보면 1일 평균 환자
방문이 10명 내외임. 이런 실정인데 많은 인력을
확보해 줄 필요는 없고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우리 지역의 병원들과 네트워크 체제를 잘 갖
추는 것도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
할을 제대로 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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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 학업중단 학생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방
의원

안, 무상급식문제에 대하여
ㆍ학교 밖 청소년 보호방안은?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밖 청소
년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학교 밖 청소
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협
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대구시 전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
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음. 검정고
시, 대학진학, 복교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와 대
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음. 직업
교육 및 취업희망 청소년들에게는 전문기술사업
장과 연계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할 계획임.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지원비과 함께 급식,
복지카드지원 및 국외체험활동도 시행할 계획임.
-우리시는 6개소의 청소년 쉼터를 보호기간, 성별
에 따라 운영함. 내년에 시설환경 개선비, 쉼터
운영비 지원 및 야간상담사 추가 배치함. 올해 11
월말부터 이동형쉼터(버스)를 운영하며, 휴식·
재활치료 등 종합기능을 수행 할 (가칭)“청소년
창의센터”설립을 검토 중임.

ㆍ대구교육청에서는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숙 -현재 학업중단 예방 대책으로 학업중단 다수발생
려제 실시 등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 학 고등학교(20교)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컨
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설팅, 교원협의회 실시, 일반고 3학년 대상 직업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안은?
과정 위탁 교육 및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ㆍ대안학교는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운영,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및 Wee스쿨 ‘마
등을 수용하여 인성이나 개인의 소질·적성 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및 대
개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데, 대구 안교육위탁기관 운영, Wee카페 「친구랑」을 운영
에는 미인가 대안학교 5개교가 있을 뿐 허가 하고 있음.
받은 대안학교는 전무함.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대책은?
-향후 학업중단 예방 추가 대책으로 2016학년도
3월부터 대구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 신설,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복
귀 지원, 학업중단 예측모형 적용하여 위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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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要旨

答辯要旨

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겠음.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분권 확대
대안학교 및 대안 특성화학교 설립 계획·추진하
조성제

의원

겠음.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 사
학재단(종교단체 등)에서 대안학교 및 대안 특성
화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17년
도에 1개교 개교 예정이며, 학교 설립 요건이 되
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를 적극 유도하겠음.

ㆍ무상급식에 대한 추진 방안과 대구시와 교육 -전면 무상급식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적
청의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에 대한 대책은?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하며, 재정상황이 어려워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시 정상적인 학교 운영
에 문제 초래,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
부모 부담 경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급식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
원율은 전체 46.1%로 전국에서 낮은 편이나, 고
등학교는 울산다음으로 높아 균형적인 복지혜택
을 누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있어 다
양한 혜택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오철환 □ 경북도청 후적지 이용방안에 대하여
의원

ㆍ내년 2월 경북도청 이전 후 인구, 생산액, 고용 -도청 이전후 개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
등 감소에 따른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응전략 상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효율화하고, 도청 주변
과 경북도청 후적지는 개발 잠재력이 높아 활 지역 상권침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 청사에
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됨. 이에 대한 시장님 는 시청 별관부서를 임시이전하고, 도 교육청에
는 정보통신기술(ICT)관련 R&D센터 등을 유치할
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계획임.
-‘14년 국토연구원을 통해 도청 이전터를 ‘정보통
신기술 기반 창업·보육·인재양성의 거점공간’
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함. 금년 1월 개정된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지매입주체가
됨으로서 이에 의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11월 착수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상시 협의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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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辯要旨

계획임.

김혜정 □ 청년일자리 및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의원

수립 촉구
ㆍ출산율 제고 및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2016 -2016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둘째이
년 예산반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구만의 상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다자녀가정 학자금
차별된 정책 및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도입 지원사업비로 2016년 자체사업 140억과 국비 보
제안
조사업 85억으로 총225억임. 신규사업은 일선교
사 대상 결혼·가족 가치관 프로그램운영, 대구
시·대구은행·어린이재단연합 출생아 1만원 축
하통장 개설, 체외수정 시술 전·후 불임치료를
위한 한방 난임 사업 실시, 확대사업사업으로는
미혼남녀 만남주선(1회→4회), 출산장려의 날을
전·후하여 홍보탑 설치 확대 및 홍보캠페인 전
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구만의 차별된 정책을 펼
침. 자녀양육을 위한 소득보전, 출산 및 자녀양육
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변화 정책 지속추진,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으로 인한
기업체 부담 경감 정책시행, 결혼 촉진, 일–가정
균형지원,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강화
-2016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도입 제안과 관
련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접근성이 떨어진 농
어촌 지역에 설치하며,우리시 산후조리원 수는
특·광역시 대비 3번째 많아(320개소 720실) 도
입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ㆍ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2016년 예산 반영과 (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창업 및 고용서비스 지
청년의 일자리 고민을 토대로 한) 신규 청년일 원, 기업유치, 사회적경제, 기업·과학기술·문
자리 정책 마련, 일학습병행제 확대방안 검토
화관광 육성 등 부서별 일자리 예산 총 4,875억
(전년대비 489억원, 11.1% 증액)을 반영함.
-신규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으로 고용의 질 개선, 원스톱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고
용서비스 집중 지원, 청년들의 소통 및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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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를 위한 「대구청년센터」설치, 「사회적경제 지원센
터」설립으로 청년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운영 및 펀드조성」으로 중
재정분권 확대
견기업과 창업기업간 네트워크 및 엔젤투자 지
조성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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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창업지원포털 운영으로 유관기관 연계 창업
원스톱서비스 지원, 청년 상인 육성 및 「청년 몰 」
시범운영, 야시장(서문시장) 청년상인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함.
-일학습병행제 확대 방안으로는 11월 현재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 지역기업은 총 221개사, 훈련생은
813명, 원스톱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대구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참여 기
업 발굴 및 참여 학생 모집 지원, 업종별 사업주
및 노사단체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학
습병행제 우수사례와 사업의 실효성을 홍보하여
제도 도입 확산하겠음.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임인환 □‘대구야구장 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의 문제점
의원

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
안전 등 대책 마련 촉구
ㆍ대구시에서도 운영수지 변동에 대한 재협약 -사용수익허가 계약은 재무·회계 및 스포츠 전문
시기를 삼성과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 가의 감수를 받아 용역 완료된 관리운영방안연구
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를 토대로 체결됨
-최근 광고권 계약 낙찰액 50억원은 예상이상의
금액으로 향후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광주 사례와 같
이 향후 2년정도 실제 운영을 통해 운영수지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검토하겠음.
-야구장 박물관 조성사업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삼성과의 협의 후 대구삼성라이
온즈파크에 야구박물관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
음.
-입장료 수익 산출은 우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상 입장티켓의 일부를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
료로 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한 것
임.
-야구장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것으로 삼
성이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한 대수선
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사항임.
ㆍ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안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시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한 지하철 증편과 대중교통 이용활성
전 등 대책은?
화, 셔틀버스 운영, 인근주차장 활용 등의 개선대
책을 제시하여 최종 주차대수는 1,117대로 의결을
받았음. 야구장 주차정보시스템 설치를 통해 원
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야구장 개장식 행
사 전후 도시철도 운행시간 단축 및 403번 노선
버스 연장 운행, 주변 주차장 연계 활용할 수 있
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음. ‘교통소통종합상황
실’을 운영하여 주요지점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우
회도로를 안내하겠음.
-신축야구장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는 구조적 안전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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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은 조치함. 신축야구장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향후,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재정분권 확대
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
조성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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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음.
-대공원역 스크린도어 우선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
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전 역사에 스크린 도어 설치작업을 진행 중임. 지
하철 2호선 대공원역은 야구장 바로 앞에 위치하
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발
생 가능성이 커, 개장일부터 스크린 도어가 설치
전까지 외부출입구에 바리케이트와 안전봉 설치,
안전요원을 두어 안전입장을 유도하고, 타 역사
보다 우선해서 설치를 추진하여 올해 6월말 설치
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

최길영 □ 도시철도3호선 교각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

ㆍ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대한 대구시의 향후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은 총799개이며 이중 324개
추진계획은?
에 디자인 및 안전시설이 기설치 되어있음. 교각
에 상업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하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는 옥외광고
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서 3호선 교각에
광고물 설치는 불가함.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
에 맞는 개성있는 테마디자인으로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고 교각구조물 유지관리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을 허용하여 재정수익화
를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을 위
해 관련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 김민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상
정하였으나, 소관 안전행정위원회 검토결과 도시
철도 교각에만 옥외광고물설치를 허용할 경우 외
형적·기능적 형태가 유사한 고가도로 등과의 형
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교통안전 측면에
서도 광고물로 인하여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중앙부처(행정자치부) 및 의정부, 용인, 김해 등
경전철 운영 자치단체에서는 교각에 광고물 설치
를 허용 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교
통안전 측면에서 광고물 조명 설치 등으로 운전
자의 신호등 식별에 장애유발, 도시철도의 교각
과 유사한 고가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
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중앙 정부
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여건
의 변화와 현재의 교각디자인에 대한 여러 의견
이 상업광고나 디자인을 입히는 쪽으로 자연스럽
게 여론이 한 방향으로 형성될 시, 시민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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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학회 등 전문가를 통하여 시 전체의 도시환경에
잘 조화되는 상업광고와 디자인이 되도록 제도정
비에 노력하고 또한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재정분권 확대
통한 중앙부처 이해 설득 등 법령개정을 위한 노
력을 지속하겠음

조성제

의원
ㆍ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한 공익목적의 홍보
과 문화재, 관광지, 대구만의 자랑거리인 역사 물은 지난 2013년 교각분양 및 디자인 공모사업
적 인물 등을 알리는 공익목적 홍보 확대 방안 을 실시하여 접수건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은?
결과 교각디자인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반영된 디
자인과 차량 진행 시 교차되는 교각면에는 운전
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5개소를 설치
하고,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를 수렴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
결되었음. 이후, 중구청에서 도시철도공사와 협
의 후 18개소에 대한 교각디자인(안)을 2015. 9월
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타 구청 중첩구
간 제외 및 교통안전방지시설 설치 교각 제외등
심의결과에 의거 4개 교각디자인 설치가 진행중
임. 상기 심의결과와 같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내
용을 분석해 보면 교각디자인은 최소화하되 운전
자의 안전과 시민호응도를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판단되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 의한 안전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해 지역의 인문, 문
화, 역사 등에 관한 홍보를 통해 교육의 장, 관광
자원화, 교각 미관개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음.
ㆍ3호선 교각 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교각 디자 -도심미관개선과 시민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3호
인 가이드라인 등 도시철도 교각 종합관리방 선 교각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교각디자인 개선
안은?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 향후, 도시
철도 교각에 대한 상업적 광고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노력뿐만 아니라, 공익홍보 목적인 교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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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조례 등을 고려하여 도
시철도 교각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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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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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전사회망 구축
의원
재정분권
확대
ㆍ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 및 향후대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8개소(38→46개소) 확

차순자 □ 대구시 공공보육 환경개선 및 사회적약자 안

책은?

조성제

의원

충되어 타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후 ’16. 5
월까지 5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51개소임. ’15년말
기준 법인 및 공공형 시설을 포함한 공보육 시설
은 27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7.7%를 차지, 광
역시 평균 14.0%보다 많음. 원활한 국공립 어린
이집 확충을 위해 시설 매입비 등 예산지원과 기
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ㆍ공보육 기반강화 대책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매년 10개소 이상 공공형
상 방안은?
으로 선정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
이집 설치 활성화 및 시간제 보육 시행, 어린이집
을 확대(15 → 40개소)하겠음. 육아지원 거점기관
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군까지 확대 설치하
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 및 정보공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보육
교직원 교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
겠음.
ㆍ우리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와 맞춤형 -의무 사업장 30개소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곳
보육 도입취지 및 논란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 은 12개소로 민간 어린이집의 직장 어린이집 전
책은?
환, 기업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등으로
연내 모두 설치토록 하겠음. 기업체 공동 직장어
린이집은 달성산업단지에 22개 기업체 참여하여
6월중 민·관협약 체결 예정임.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
이집 적정시간 이용을 유도하고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음.
* 종일반(12시간), 맞춤반(6시간+긴급보육 월15
시간)으로 구분 제공
우리시는 학부모, 어린이집 등의 불편, 불만족 사
항 수렴 후 어린이집 연합회, 중앙정부 등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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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음.
ㆍ보육시설 내 CCTV 설치실태 및 아동학대 예 -CCTV는 2016년 5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에 설
방대책은?
치완료 하였음.
* 1,483개소, 100% * 설치예외 : 미설치동의(7),
네트워크 카메라(10)
CCTV 설치 운영,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간 소통강
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배치, 보육
고충상담센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정기 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겠음.

배지숙 □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책, 해바라기센터 추
의원

가 설치 방안,학교운동장 우레탄 사용 금지에
대하여
ㆍ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실태 및 체계적 보호· -우리시 조현병 환자는 성인인구 중 0.2%인
3,800여명으로 추정, 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
관리시스템 실태는?
환자는 성인인구의 1%인 19,000여명임. 정신의
료기관은 79개소며 정신보건시설은 정신건강증
진센터 9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사회
복귀시설 16개소 등이 있음.
ㆍ정신질환자 범죄예방 대책은?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과의 정
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의, 연합행사,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사업 추진, 정신보건기관 발전대회 추진
하겠음. 정신질환자의 위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
부, 경찰청과의 협약체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112상황실, 119구급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음.

ㆍ해바라기센터 추가설치 방안은?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
와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 2개소를 설치·운영중임. 위기상황의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다각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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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중을 통한 이 가능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아
동형) 추가 설치를 위해 지역내 의료기관 및 경
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재정분권 확대
에 추가설치토록 하겠음.
ㆍ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기간 중 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기간 중 우레탄 트랙 보유 학교에 안전
의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한 조치 실시하였음. 3월 31일, 환경부의 용역 결과
보고 내용에 있는 우레탄트랙에 대한 학생 행동
내용은?
요령 학교로 안내하였으며, 6월 1일, 유해물질 기
준치 초과학교 우레탄 트랙 사용금지 조치하고,
6월 8일 유해성 검사 진행 중인 학교도 사용금지
조치하였음.

조성제

ㆍ2015년 이후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에 대 -2015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현재 검사 중
이며, 뿐만 아니라 다목적구장(농구장 등)도 전수
한 유해성 조사 계획은?
조사할 계획임.
ㆍ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개보수 -기준치 초과학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수립하
등 보완조치 계획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 여 유해성 기준치 초과된 우레탄 트랙은 전면 철
거할 계획임. 예산 확보(교육부, 문체부 등 협의)
경 조성을 위한 시 교육청의 방안은?
및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레탄 트랙 개보수
실시하겠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조성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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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현황
■총

괄

•발언의원수 : 19명
•발언건수 : 35명

■ 회기별 자유발언현황
제235회
임시회

제236회
임시회

제237회
임시회

제238회
정례회

제239회
임시회

제240회
임시회

제241회
임시회

제242회
정례회

6

8

5

8

2

1

2

3

■ 5분자유발언의원 및 발언제목
회 기

발언의원

발 언 제 목

최인철

•도시철도 3호선 인근주민 피해 완화 방안 마련 촉구

이재화

•관광활성화를 위한 동화사 입장 무료화 및 도시철도 3호선 안전대책 촉구

배지숙

•메르스 사태 관련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조재구

•대구시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김재관

•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달서권 힐링 벨트에 대한 제안

김원구

•대구시 유관기관 인사청문회 실시 촉구

최광교

•강북소방서 신설과 소방학교 설립 제안

최인철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관련 방침 재검토 촉구

조재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조홍철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책 촉구

류규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촉구

김혜정

•서울 소재 미술전시관 운영 제안과 대구시립교향악단 해외 공연 실태 지적
및 대구시향 발전을 위한 방안 촉구

정순천

•대구글로벌센터 설치 촉구

최길영

•대구시의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 수립 촉구

제235회 임시회

제23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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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제237회 임시회

발언의원

발 언 제 목

정순천

•제2작전사령부 이전 촉구

강신혁

•교통사고 개선과 관련하여

박상태

•대곡2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월배차량기지 이전 촉구

이귀화

•대구국가산업단지 체계적 개발 촉구

장상수

•동촌유원지 체계적 활성화 계획 수립 촉구

배지숙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김의식

•환경시설물의 지하화를 통한 대구 관문지역 정비

최광교

•88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최길영

•달구벌 역사탐방길 조성 제안

정순천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대구트라우마센터 건립 촉구

이경애

•복현동 617-18번지(피난민촌) 일원 주거환경 개선 촉구

이재화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 및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 관련

최인철

•대구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제안

류규하

•시내버스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촉구

최광교

•전통시장 화재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이귀화

•지역공동브랜드 쉬메릭의 재도약 방안 제안

배지숙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신원섭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촉구

최광교

•교육국제화특구(북구, 달서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김재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장상수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단호한 시정대책 마련 촉구(긴급현안발언)

제238회 정례회

제239회 임시회
제240회 임시회
제241회 임시회

제242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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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정활동
■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2015. 7 ~ 2016.6)

접

수

구 분

처리완료

처리중

342

781

10

72

67

134

5

224

137

87

222

2

자료조사

251

118

133

248

3

기 타

177

122

55

177

0

소계

2015년

2016년

계

791

449

입법연구

139

정책연구

비고

■ 토론회·세미나 등 연찬활동
●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 추진실적(2015년)
- 대구시 축제선진화 추진을 위한 토론 (15. 1)
-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간담회(15. 2)
- 전문건설협회·설비건설협회 간담회(15. 2)
- 교통단체연합회 간담회(15. 2)
- 대한건설협회 간담회(15. 2)
- 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 (15. 4)
- 지역교육발전 간담회 (15. 4)
- 국채보상운동과 대구여학생 독립운동의 재조명 토론(15. 7)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방안 세미나(15. 7)
- 대구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네트워크형 체험관광 토론(15. 8)
-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관련 토론(15. 8)
- 일가정양립 활성화 방안 토론(15. 11)
- 에이즈예방 관련 토론(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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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2016년)
- 지방분권 대표자 간담회(16. 1)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방안 세미나(16. 2)
- 에이즈예방 관련 간담회(16. 2)
- 품격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 만들기- 티브로드 대구방송 대담(16. 3)
- 지방분권 토론회(16. 5)
- 보훈학술세미나(16. 6)

■ 의원 연구활동(공부모임) 적극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장소 및 시설준비, 공무원 등에 대한 참여 홍보
- 연찬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유도
☞ 추진실적(2015. 7 ~ 2016. 6월)
년도

모임명

문사철포럼

‘15

대구경제

∼

클럽

회원수
(회장)

연구 목적

•대구시정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21명
시의회 본연의 견제와
(오철환)
감시 기능 강화
•지역발전 방안 모색
21명

•지역경제문제 연구
•정책대안 모색

‘16
미래창조
포럼

행복교육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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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대구의
매력(‘15.2.3)
•대구, 왜 인문구상이 필요한가(‘15.4.2)
•새롭게 읽는 대구 역사(‘15.5.14)
•언어예절 바로알기(‘15.9.1)
•대구, 일자리! 일자리!(‘15.5.1)

26명 •의정활동 역량 강화
(류규하) •개인별 전문성 확보

•주민참여 도시재생 제도의
활성화(‘15.3.24)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성과와
향후과제(‘15.10.12)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정책대안
(박상태) 제시

•노자의 눈에 비친 공자(‘15.10.5.)

19명

대구시 문화유물 소개

대구 불로동 고분군(大邱 不老洞 古墳群)
◉ 종

목 : 사적 제262호

◉ 명

칭 : 대구 불로동 고분군 (大邱 不老洞 古墳群)

◉ 면

적 : 312,239㎡

◉ 지 정 일 : 1978.06.23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 시

대 : 삼국시대

대구 불로동 고분군은 대구지역에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대규모 고분군 가운데 하나로, 총
200여기의 크고 작은 고분들이 원형을 잘 유지하며 밀집되어 있다.
1938년, 1963년,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결과 내부구조는 냇돌 또는 깬돌로
네 벽을 쌓고 판판하고 넓적한 돌로 뚜껑을 덮은 직사각형의 돌방으로, 금동제의 장신구와
철제무기, 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불로동 고분군이 위치한 금호강의 북안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일찍부터 취락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며, 5세기를 전후한 삼국시대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던 토착 지배세력의
집단무덤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불로동 고분군 탐방로가 조성되어 길을 따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과거
논밭으로 이용되어 훼손되고 방치되었던 공간을 회복시켜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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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장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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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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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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