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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만나보세요!

제11호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www.suseongcouncil.daegu.kr



Contents

 발간사·축사  ………………………………………………… 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10

 제6대 제2기 수성구의회 의원 프로필  …………………  26

 의회현황  ……………………………………………………  33

 구정현황  ……………………………………………………  41

 의정활동  ……………………………………………………  44

 구민의 생활지표  ………………………………………  188

 언론에 비친 의회  ………………………………………  190

 수성구 관광안내  ………………………………………  212

 수성구 문화유산 자랑거리  ……………………………  214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사랑과 배려로 출발한 제6대 의회의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함을 느끼며 『제11호 

수성구 의회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46만 구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6대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부단한 활동으로 주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왔음은 물론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한편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 상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의회보다도 위민봉사 의정구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보며 이 모든 것은 46만 수성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간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의회에서는 제6대 의회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발전 시켜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번에 발간되는 『제11호 수성구 

의회보』가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민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듬뿍 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7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김 범 섭

발 간 사



제11호 「議會報」 발간을 축하드리며  

46만 수성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6대 수성구 의회가 어느덧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성과를 모은 

제11호 「의회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우리 수성구가 교육 1위, 주거 4위, 경제 5위, 보육 6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수성구의 명예를 전국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46만 수성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성구를 안전과 건강, 희망 나눔의 기반 위에서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며 누구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수성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수성구 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1호 「의회보」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 진 훈

축  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6대 제2기 수성구의회 의원 프로필 

의회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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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0  •제11호 

의회개원

●● 제6대 제2기 수성구의회 개원 및 취임식(2012. 7. 5) 

●● 제6대 전, 후반기 확대의장단 인사(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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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 운영위원회 회의(2012 7. 12)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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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2  •제11호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2012. 7. 13)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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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2012. 10. 25)

●● 범어권 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현장방문(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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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4  •제11호 

●● 범안로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시의회 방문(2013. 1. 23)

●●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거리 캠페인(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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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 6. 26)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 6. 28)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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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6  •제11호 

●●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 6. 26)

●●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 .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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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원 현장방문(2012. 8. 27)

●● 청호로공사 현장방문(2012. 8. 31)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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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8  •제11호 

●● 대구텍 방문(2012. 9. 4)

●● 모명재 및 모명재 길 조성구간 현장확인(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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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생활체육공원 공사 현장방문(2013. 2. 18)

●● 범어천공사 현장방문(2013. 2. 19)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  •제11호 

●● 마을기업(라판카) 현장방문(2013. 3. 25)

●● 고모령비 현장방문(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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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어린이집 현장방문(2013. 7. 1)

●● 다수고용사업장 현장방문(2013. 9. 10)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2  •제11호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 등

●● 어촌민속전시관 비교견학(2013. 11 .21)

●● 포항시의회 방문(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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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방문(2012. 10. 31)

●● 영도구의회 방문(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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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4  •제11호 

자매결연 완도군의회 교류

●● 2012년도

●● 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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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      장 김범섭 지범로39길 56, 103동 1201호
(범물동. 범물보성타운)

자)784-2839 010-4525-1930

부 의 장 양의환 들안로 360, 105동 3004호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자)759-9959
사)256-2800

010-8900-9959

운      영
위 원 장 김성년 달구벌대로637길 21, 117동 504호

(매호동. 누리아파트)
자)794-2361 010-3367-2361

행정자치
위 원 장 이정현 동원로 135, 109동 101호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자)215-2626 010-9098-5560

사회복지
위 원 장 남상석 달구벌대로 574길 227(이천동) 자)792-5339 010-2878-6432

도시건설
위 원 장 양균열 지범로27길 3-2(지산동)

사)781-3860
자)783-2797

010-2515-8800

의      원 김순호 달구벌대로489길 61-16(범어동)
자)755-2081
사)811-5141

010-8564-7882

〃 이하일 효행로24, 6동 103호
(만촌동. 럭키골든)

자)942-6016 010-9398-6015

〃 김숙자 동대구로 250, 101동 1709호
(범어동. 태왕유성하이빌아파트)

자)755-3640 010-6525-3640

〃 유춘근 들안로 32길 74-19(황금2동) 자)761-7744 010-3502-8411

〃 이병욱 달구벌대로 2474(범어4동)
자)744-3192
사)751-8800

010-3509-6544

〃 김삼조 국채보상로216길 11, A동 301호
(만촌동. 다인베스트빌)

자)753-0457 010-5025-8572

〃 김창문 교학로 15길 16(만촌3동) 자)754-5746 011-449-3075

〃 박민호 욱수천로 27, 102동 602호
(욱수동, 시지태왕하이츠레전드)

자)792-6631
사)742-8233

010-3540-3318

〃 김진환 달구벌대로 456길 43, 101동1115호
(수성동1가. 수성영남타운)

자)745-8220
사)763-1255

010-3532-1255

〃 조규화 수성로 38길 26-25, 302호
(중동, 우석하이츠)

자)762-2521 010-4515-2521

〃 최기원 수성로32길 127-10, 2층 202호(상동) 자)766-7251 010-5522-7251

〃 김재현 지범로 290, 102동 1805호
(범물동, 우방미진아파트)

자)783-1696 010-6646-7333

〃 임대규 지산로 31, 107동 802호
(지산동, 지산영남맨션)

자)216-8535 010-7709-8535

〃 박소현 들안로8길 77(두산동) 자)763-6055 011-9853-6055

● 운 영 위 원(7명) :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 행정자치위원(6명) :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 사회복지위원(7명) :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 도시건설위원(6명) :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제6대 제2기 수성구의회 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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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범  섭 선거구명 사선거구
(파동, 범물1ㆍ2동)

생년월일 1949. 5. 6 전      화 010–4525–1930

주      소 지범로39길 56, 103동 1201호(범물동. 범물보성타운)

학      력
및

경      력

•범물복지관 운영위원
•월남전 참전자회 수성구 회장
•파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범물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제5대 수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한나라당 수성(을) 지구당 사무국장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JC회장
•대한중석(주)노조위원장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의장Kim Beom Seop

성      명 양  의  환 선거구명 마선거구
(수성1가, 2ㆍ3가, 4가동)

생년월일 1959. 10. 26 전      화 010–8900–9959

주      소 들안로 360, 105동 3004호(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정치학석사 졸업
•제3대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수성구 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성구 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현)
•동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5기 회장(현)
•교육과학강국 대구경북 공동대표(현)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부의장Yang Eui Hwan

성      명 김  성  년 선거구명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생년월일 1977. 6. 23 전      화 010–3367–2361

주      소 달구벌대로637길 21, 117동 504호(매호동. 누리아파트)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수료
•범어권도서관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 부위원장(현)
•노변초등학교 운영위원(현)
•시지주민상담소 소장
•수성주민광장 운영위원(현)
•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자문위원(현)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Kim Seong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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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정  현 선거구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71. 9. 23 전      화 010–9098–5560

주      소 동원로 135, 109동 101호(만촌동. 메트로팔레스)

학      력
및

경      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중
•서대구우체국 영업과 예금보험계 근무
•서울광화문우체국 창구과 예금보험계 근무
•대구대동우편취급국 근무
•이한구 국회의원 비서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Lee Jeong Hyun

성      명 남  상  석 선거구명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생년월일 1954. 1. 18 전      화 010–2878–6432

주      소 달구벌대로 574길 227(이천동)

학      력
및

경      력

•육군사관학교 32기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공군 방공포병학교장 역임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제1여단장 역임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외협력분과 운영위원 역임
•(사)독도사랑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
•국제라이온스 356-A지구(대구) 대일클럽 회장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Nam Sang Suk

성      명 양  균  열 선거구명 아선거구
(지산1ㆍ2동)

생년월일 1959. 10. 18 전      화 010–2515–8800

주      소 지범로27길 3–2(지산동)

학      력
및

경      력

•협성상업고등학교(현, 협성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46기)
•지산1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
•지산1동 방위협의회 회장
•대구지방경찰청 명예기마대 대장
•지산복지관 운영위원
•두산초등학교 운영위원
•지산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복지법인 보림이사
•제6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Yang Gyun Y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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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순  호 선거구명 가선거구
(범어2ㆍ3동, 만촌1동)

생년월일 1955. 11. 5 전      화 010–8564–7882

주      소 달구벌대로489길 61–16(범어동)

학      력
및

경      력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중
•수성구 새마을지회 이사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제2기 공동대표
•제6대 제1기 행정자치위원장(현)
•효창산업 대표(현)
•범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한나라당 수성갑 여성위원회 자문위원(현)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현)
•대구장애인문화협회 곰두리농장 운영위원장(현)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현)Kim Sun Ho

성      명 이  하  일 선거구명 가선거구
(범어2ㆍ3동, 만촌1동)

생년월일 1945. 9. 26 전      화 010–9398–6015

주      소 효행로 24, 6동 103호(만촌동. 럭키골든)

학      력
및

경      력

•대륜중학교 졸업
•대봉초등학교 동기회장
•동문초등학교 운영위원
•제5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럭키아파트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만촌1동 협의회장·중앙위원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만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수성구 교육심의위원회 위원(현)
•만촌1동 희망나눔위원회 고문(현)Lee Ha Il

성      명 김  숙  자 선거구명 나선거구
(범어1ㆍ4동, 황금1ㆍ2동)

생년월일 1945. 5. 9 전      화 010–6525–3640

주      소 동대구로 250, 101동 1709호(범어동. 태왕유성하이빌아파트)

학      력
및

경      력

•경운대학교 졸업
•제6대 수성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동대구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장
•제5대 수성구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성구 여성단체 부회장
•범어1동 자치위원장
•고향생각 주부모임 대구시지회장
•동대구농협 이사

Kim Suk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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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삼  조 선거구명 다선거구
(만촌2ㆍ3동)

생년월일 1967. 7. 8 전      화 010–5025–8572

주      소 국채보상로216길 11, A동 301호(만촌동. 다인베스트빌)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교 행정학과졸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달성공원 동물원이전 특별위원장
•국제문예 대구광역시 지부장(현) - 시인
•대구오성고등학교 운영위원
•대구정화여고 운영위원
•대구 남부새마을금고 감사
•수성구 새마을협의회 총무. 감사. 부회장
•수성구 만촌2동 자율방범대장 고문 Kim Sam Jo

성      명 유  춘  근 선거구명 나선거구
(범어1ㆍ4동, 황금1ㆍ2동)

생년월일 1947. 5. 11 전      화 010–3502–8411

주      소 들안로 32길 74–19(황금2동)

학      력
및

경      력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수성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동아서적 출판 대표
•쌍용라이온스클럽 회원
•수성구의회 제6대 제1기 사회복지위원장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위원 
•황금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현)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수성갑 운영위원(현)Yoo Chun Geun

성      명 이  병  욱 선거구명 나선거구
(범어1ㆍ4동, 황금1ㆍ2동)

생년월일 1956. 5. 10 전      화 010–3509–6544

주      소 달구벌대로 2474(범어4동)

학      력
및

경      력

•철학박사 / 시인 / 수필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외래교수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지도교수 
•(사) 대구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후원회장
•서대구청년회의소 JC 특우회 27대 회장
•대구용지로타리클럽 6대 회장 / 08년 총재특별대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AMP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민족통일 대구시 수성구협의회 회장
•제6대 수성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대구스피치평생교육원 / (구)한일스피치닷컴 (www.hispeech.com)Lee Byun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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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창  문 선거구명 다선거구
(만촌2ㆍ3동)

생년월일 1965. 4. 23 전      화 011–449–3075

주      소 교학로 15길 16(만촌3동)

학      력
및

경      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졸업(행정학박사)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현)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현)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구수성구지회 지도위원(현)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현)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사(현)
•만촌3동 방위협의회, 희망나눔위원회 고문(현)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미래대학 경찰행정과 겸임교수Kim Chang Moon

성      명 박  민  호 선거구명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생년월일 1961. 6. 23 전      화 010–3540–3318

주      소 욱수천로 27, 102동 602호(욱수동, 시지태왕하이츠레전드)

학      력
및

경      력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수성구의회 제4·5·6대 의원(3선)
•수성구의회 6대 전반기 의장(역)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역)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역)
•미래환경 대표
•낙동강환경연구소 환경운동실천지도자
•국제RC3700, 시지로타리봉사프로젝트 위원장(역)
•고산1동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고문Park Min Ho

성      명 김  진  환 선거구명 마선거구
(수성1가, 2ㆍ3가, 4가동)

생년월일 1953. 8. 1 전      화 010–3532–1255

주      소 달구벌대로 456길 43, 101동1115호(수성동1가. 수성영남타운)

학      력
및

경      력

•명예정치학박사(미 코헨대)
•경운대학교 경영학과 4년졸업(경영학사)
•수성구의회 4대, 5대, 6대 의원
•수성구의회 5대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수성구의회 6대전반기 운영위원장
•수성구태권도협회회장(역임), 고문(현) 
•국군간호사관학교 강사 (역임)
•법무부 범죄예방 보호관찰 운영위원
•수성1가, 2.3가, 4가동 주민자치위원회고문(현)
•창원종합(태권도, 합기도)체육관 관장 Kim Jin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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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조  규  화 선거구명 바선거구
(중동, 상동, 두산동)

생년월일 1949. 5. 4 전      화 010–4515–2521

주      소 수성로 38길 26–25, 302호(중동, 우석하이츠)

학      력
및

경      력

•영남대학 행정대학원 재학(현)
•경운대학교 아동사회복지과 졸업
•수성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수성구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주)스킨헬스코스메틱 대구국장(현)
•중동. 상동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고문(현)
•중동 자율방범대. 방위위원회고문(현)
•수성초등학교 운영위원(현)
•생활정치텃밭포럼 수성구지부 간사(현)
•새누리당 사회복지 대구 경북지역 부본부장 (현) Cho Gyu Hwa

성      명 최  기  원 선거구명 바선거구
(중동, 상동, 두산동)

생년월일 1961. 4. 27 전      화 010–5522–7251

주      소 수성로32길 127–10, 2층 202호(상동)

학      력
및

경      력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도시행정) 수료
•대구시 남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부회장(전)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 대구본부 부본부장(전)
•새누리당 수성(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Choi Gi Won

성      명 김  재  현 선거구명 사선거구
(파동, 범물1ㆍ2동)

생년월일 1961. 1. 20 전      화 010–6646–7333

주      소 지범로 290, 102동 1805호(범물동, 우방미진아파트)

학      력
및

경      력

•한사실업전문대학(현.대구대) 총학생회장
•능인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
•제18대. 19대 총선 수성(을) 선거유세단 단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외협력 대책위 부위원장
•대구시당 미래신산업정책위 기술개발단장
•수성구 지산 다우봉사회 부회장(현)
•수성구 소년소녀가장돕기 선우회 총무(현)
•수성구 한마음 봉사단 부회장(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추진위원회 부회장(현)
•수성구 범물동 복명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Kim Jae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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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  소  현 선거구명 비례대표

생년월일 1974. 5. 2 전      화 011–9853–6055

주      소 들안로8길 77(두산동)

학      력
및

경      력

•계명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 졸업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졸업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국제문화교류협회 사무원
•캐나다 토론토 지역 주민센터 미술 자원봉사
•일본 카나가와현 지역 주민센터 한국어 자원봉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계명 한국화 회원(현)
•한국도덕운동협의회 위원(현) Park So Hyun

성      명 임  대  규 선거구명 아선거구
(지산1ㆍ2동)

생년월일 1960. 2. 5 전      화 010–7709–8535

주      소 지산로 31, 107동 802호(지산동, 지산영남맨션)

학      력
및

경      력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군위 성남초등. 산성중. 중앙상고(현 대구 중앙고)
•경영학사(교육인적자원부)
•(사)녹색환경봉사단 청년단장. 부단장 
•적십자사 대구지사 주택관리사봉사단 대표. 대의원 
•주택관리사 수성봉사단 창단 멤버 
•수성못 지킴이 봉사단원

Lim Dae 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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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제6대 제2기 직제표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현황

 의원현황

 의회예산

 의회사무국

 자매결연의회

의회현황



34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회현황

•1991. 3. 26 초대 구의원 선거(18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1991. 4. 15 초대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1992. 4. 10 초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7명, 내무 13명, 사회도시 14명)

•1992. 4. 15 초대 제1기 상임위원장 선출

•1993. 4. 1 초대 제2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7명, 내무 13명, 사회도시 14명)

•1993. 4. 2 초대 제2기 상임위원장 선출

•1995. 6. 3 의회청사 준공 이전

•1995. 6. 27 제2대 구의원 선거(21개 선거구에서 31명 선출)

•1995. 7. 11 제2대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1995. 7. 27  제2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9명, 내무 10명, 사회산업 10명, 도시건설 10명)

•1996. 1. 1 의회사무기구 직제 승격(“사무과” ⇒ “사무국”)

•1996. 12. 27 제2대 제2기 의장단 선출

•1997. 1. 14  제2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9명, 내무 10명, 사회산업 10명, 도시건설 10명)

•1998. 6. 4 제3대 구의원 선거(23개 선거구에서 23명 선출)

•1998. 7. 9 제3대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1998. 7. 10  제3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0. 6. 19 제3대 제2기 의장단 선출

•2000. 6. 20  제3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2. 6. 13 제4대 구의원 선거(23개 선거구에서 23명 선출)

•2002. 7. 9 제4대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2002. 7. 10  제4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3. 5. 20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변경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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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0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용어변경

•2004. 7. 9 제4대 제2기 원구성

•2006. 5. 31 제5대 구의원 선거(19명: 8개선거구 17명, 비례대표2명)

•2006. 7. 5 제5대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2006. 7.  6  제5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행정자치 9명, 사회도시 9명)

•2007. 1. 22  도시건설위원회 신설 및 도시건설위원장 선출 

(운영 6명, 행정자치 6명, 사회복지 6명, 도시건설 6명)

•2008. 7. 4 제5대 제2기 의장단 선출

•2008. 7. 7  제5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6명, 행정자치 6명, 사회도시 6명, 도시건설6명)

•2010. 7. 7 제6대 제1기 의장단 선출

•2010. 7. 8  제6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행정자치 6명, 사회도시 7명, 도시건설6명)

•2012. 7. 5 제6대 제2기 의장단 선출

•2012. 7. 6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7명, 행정자치 6명, 사회도시 7명, 도시건설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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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2기 직제표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소  관  업  무

운영위원회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특별위원회 : 특정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현황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장 / 양 의 환

의 장 / 김 범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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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현황별

계 초 선 재 선 3 선

20 12 6 2

 연령별

계
연   령   별 성  별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20 2 3 10 5 15 5

의원현황

 의회예산

연 도 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2013 2,492 1,342 1,150

2014 2,464 1,254 1,210

의회예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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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직원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현원 20/20 1/1 2/2 5/7 4/6 4/2 4/2

 의회장비현황

행  정  장  비 방 송 장 비 기  타  장  비

PC 프린트
비디오
프로
젝트

복사기 스캐너 팩스 앰프
오디오
세트

CCTV TV 에어컨 카메라 정수기

28 9 1 3 1 4 3 1 3 10 11 4 3

 기 구

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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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배치도

사회복지위원회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보일러실

제1회의실 창고

의장실 자료실

제2회의실

운영위원회실

행정자치
위원회실

도시건설
위원회실

주 민
상담실

사 무
국장실

부속실
접견실

전 문
위원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로      비

복      도

복      도

로      비

방청석본회의장 화장실

■ 본회의장 287㎡

■ 행정자치위원회실 63㎡
■ 주민상담실 33㎡
■ 도시건설위원회실 63㎡
■ 전문위원실 52㎡
■ 사회복지위원회실 63㎡
■ 운영위원회실 42㎡

■ 부의장실 42㎡
■ 제2회의실 118㎡
■ 사무국장실 40㎡
■ 의장실 45㎡
■ 부속실·접견실 52㎡
■ 자료실 30㎡

■ 의회사무국 147㎡
■ 제1회의실·창고 120㎡

■ 보일러실 509㎡

■ 로비·화장실 827.6㎡

■ 계 2,533.6㎡

4층

3층

2층

1층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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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자매결연의회

 완도군 의회 현황

■의 원

선거구 의원정수 의원수 초선 재선 3선

2 9 9 5 4 -

 완도군 일반현황

■도시현황

- 행정구역 : 3읍 9면 2출장소(247마을 1,356반)

- 면      적 : 396.13㎢(전남의 3.23%)

- 인      구 : 25,227세대 53,619명

- 행정조직 : 1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 재정규모 : 3,518억원(일반 3,359, 특별 159)

■지역특성

- 위      치 :  완도군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서군으로 우리나라 6대 섬중의 하나이다. 위도상 동경 126° 22′부터 127° 15′ 40″ 

까지 북위 33° 15′ 40″부터 34° 27′ 5″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는 고흥군, 여수시에 

북서쪽으로는 해남군, 강진군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경계로 제주도 북제

주군과 입정해 있다.

- 해안과 도서 :  육지가 침강하여 생성된 육도의 군집으로써 한국 특유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839.8㎞이며 유인도 54개와 무인도 147개로 

20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혁

 지역특성

 행정구역

 세대 및 인구

 행정조직

 재정규모

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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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황구정현황

수성구(壽城區)는 신라시대에 위화군( 火郡)또는 상촌창군(上村昌郡)이었는데 신라 35대 경덕왕이 

수창군(壽昌郡)으로 고쳤으며, 가창(嘉昌)으로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고려초에 수성군(壽城郡)으로 바뀌어 현종(顯宗) 9년(1018년)에 수성군사(壽城郡司)로 경주에 속(屬) 

했다가 공양왕(恭讓王) 2년(1390년)에 감무(監務)를 두어 해안현(解顔縣)을 겸하여 맡게 하였습니다. 

조선 태조(太祖) 3년(1394년)에 감무를 혁파하면서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고 뒤에 다시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태종(太宗) 14년(1414년)에 대구(大邱)에 합속(合屬)시켰으며, 1419년에 수성현사

(水城縣司)로 대구임내(大邱任內)에 속(屬)하게 된 고증(考證)과 연유(緣由)로 명명(命名)된 수성구 

수성야(壽城野)[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되어 황금동, 두산동으로 되었음]가 구관할(區管轄)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 4월 1일 구(區) 신설시 수성구(壽城區)로 명명되었습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시 경산군 고산면 편입으로 구역(區域)이 76.46㎢로 확장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 자치구(自治區)로 승격하였습니다.

연 혁

●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

● 도로·교통·공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

●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성장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

● 세계적인 문화·관광·레포츠의 메카로 약진하는 명품도시

지역특성

면  적 법정동 행정동 통 반

76.46㎢ 26 23 580 4,078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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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인  구

계 남 여

164,986 459,356 224,968 234,388

세대 및 인구

● 3국 2실 3단, 19과, 89담당, 2보건소, 23동, 1의회

● 공무원정원

계 구본청 보건소 동 의회

935 577 76 262 20

행정조직

● 2014년 예산규모 : 3,881억원

● 일반회계 : 3,792억원, 특별회계 : 89억원

● 재정자립도 : 26.7%

재정규모



 회의개최 현황

 의안처리 현황

 주요의안처리 내역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답변

 5분 자유발언 

 특별위원회 활동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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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정 례 회 :   4회  100 일

■임 시 회 :  10회   93 일

 

 회의개최내역

회  별 구  분
회         기

일  수 기  간

제182회 정례회 25 2012. 6. 25 ~ 7. 19

제183회 임시회 13 2012. 9. 13 ~ 9. 25 

제184회 임시회 8 2012. 10. 18 ~ 10. 25

제185회 정례회 26 2012. 11. 26 ~ 12. 21

제186회 임시회 1 2013. 1. 23

제187회 임시회 8 2013. 2. 13 ~ 2. 20

제188회 임시회 8 2013. 3. 19 ~ 3. 26

제189회 임시회 16 2013. 5. 13 ~ 5. 28

제190회 정례회 24 2013. 6. 25 ~ 7. 18

제191회 임시회  9 2013. 9. 5 ~ 9. 13

제192회 임시회 9 2013. 10. 15 ~ 10. 23

제193회 정례회 25 2013. 11. 25 ~ 12. 19

제194회 임시회 13 2014. 2. 21 ~ 3. 5

제195회 임시회 8 2014. 4. 11 ~ 4. 18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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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활 동

 2012년도(제182회~제185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역

보류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계 77 77 77 61 16

조
례
안

소 계 32 32 32 19 13

의원발의 9 9 9 6 3

구청장발의 23 23 23 13 10

예산·결산안 6 6 6 4 2

승 인 안

동 의 안 3 3 3 3

기 타 36 36 36 35 1

 2013년도(제186회~제193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역

보류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계 119 119 119 96 23 1

조
례
안

소 계 59 59 59 38 21 1

의원발의 37 37 37 20 17 1

구청장발의 22 22 22 18 4

예산·결산안 7 7 7 6 1

승 인 안 5 5 5 5

동 의 안 6 6 6 6

기 타 42 42 42 41 1

의안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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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제194회~제195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역

보류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계 32 32 32 31 1

조
례
안

소 계 20 20 20 19 1

의원발의 6 6 6 5 1

구청장발의 14 14 14 14

예산·결산안

승 인 안 1 1 1 1

동 의 안

기 타 11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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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활 동

 2012년도(제182회~제185회)

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2. 6. 25

1.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범어권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조규화, 최기원의원)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7. 5

1. 제6대 제2기 의장 선거의 건(의장 : 김범섭의원)

2. 제6대 제2기 부의장 선거의 건(부의장 : 양의환의원)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7. 6

1. 제6대 제2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 행정자치위원(6인)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박소현, 이정현

• 사회복지위원(7인) 
김숙자, 유춘근, 남상석,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임대규

• 도시건설위원(6인) 
이하일, 이병욱, 김삼조, 김성년, 최기원, 양균열

2. 제6대 제2기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 위원장 : 이정현

3. 제6대 제2기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의 건
•위원장 : 남상석

4. 제6대 제2기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위원장 : 양균열

5. 제6대 제2기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위원장 : 김성년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7. 9

1. 제6대 제2기 운영위원 선임의 건
• 김성년, 김창문, 김삼조, 임대규, 김재현, 최기원, 박소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순호, 남상석, 김숙자의원)

●  5분 자유발언(임대규, 유춘근의원)

주요의안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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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8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2. 7. 18

●  5분 자유발언(남상석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현의원)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제18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2. 7. 19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제18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2. 9. 13

1.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재현, 양균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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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활 동

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8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2. 9. 25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성년, 양균열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수정

제18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2. 10. 18

1.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임대규, 박소현의원)

제1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2. 10. 25

●  5분 자유발언(김삼조, 박민호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성년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개발제한구역해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수정

찬성

수정

원안 

제185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12. 11. 26

1.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이정현, 김순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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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2. 11. 29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정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찬성

제185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2. 12. 12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수정

제185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2. 12. 20

1. 구정에 관한 질문(양균열, 김창문의원)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제185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2. 12. 21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숙자, 조규화의원)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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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제186회~제193회)

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

2013. 1. 23

1. 제18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삼덕동 구름골)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삼덕동 구름골)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이하일, 김숙자의원)

제18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3. 2. 13

1. 제18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유춘근, 이병욱의원)

제18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2. 20

●  5분 자유발언(박민호, 김진환, 김삼조, 유춘근, 남상석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제18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3. 3. 19

1.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삼조, 김창문의원)

제18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3. 26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대규, 김진환, 김순호, 김성년, 이정현의원)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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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3. 5. 13

1.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성년, 남상석의원)

18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5. 21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과)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1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18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013. 5. 28

●  5분 자유발언(임대규, 이병욱, 김진환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춘근의원)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190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13. 6. 25

1.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박민호, 김진환의원)



54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190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3. 7. 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0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 7. 18

●  5분 자유발언(김창문, 김진환, 김삼조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대규, 조규화, 유춘근, 김진환의원)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수정

원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제19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3. 9. 5

1.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양의환, 조규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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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9. 12

●  5분 자유발언(임대규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10.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찬성

원안

제19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013. 9. 13

●  5분 자유발언(김숙자, 이병욱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삼조, 유춘근의원)

제19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3. 10. 15

1.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최기원, 임대규의원)

제19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10. 23

●  5분 자유발언(김진환, 유춘근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수정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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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3. 11. 25

1.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양균열, 임대규의원)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12. 11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찬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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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18

●  5분 자유발언(김진환, 김삼조, 양균열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상석, 김성년의원)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3. 12. 19

●  5분 자유발언(김성년, 조규화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병욱의원)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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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제194회~제195회)

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9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4. 2. 21

1.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박소현, 이정현의원)

제19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4. 3. 5

●  5분 자유발언(유춘근, 임대규, 양의환, 남상석, 김성년, 김삼조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순호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찬성 

찬성 

제19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4. 4. 11

1.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순호,이하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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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주  요  안  건 처리결과

제19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4. 4. 11

●  5분 자유발언(임대규의원)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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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 기 :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기 간 : 7일간(2012. 6. 26~7. 4)

■감사대상기관 : 구청(전부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11개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계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35 4 36 60 3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 기 :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 간 : 7일간(2011. 6. 26~7. 4)

■감사대상기관 : 구청(전부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12개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계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52 6 40 7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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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구정질문 및 답변

 2012년도 구정질문 현황

■질문 횟수 : 11회

■질문 의원수 : 11명

■질문 건수 : 11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질문건수

계 182회정례회 183회임시회 184회정례회 185회정례회

계 11 4 2 1 4

행     정 3 1 2

문 화 체 육

정 보 통 신

민원·세무

사 회 복 지 4 2 1 1

보 건 환 경

산 업 경 제 2 1 1

도 시 관 리 1 1

건     설 1 1

건     축

교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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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순호의원

1.  범어도서관 건립 관련 향후 세부 추진전략,  
예상 문제점 및 대비책?

2. 단독주택지역 내 원룸 신축 규제에 대한 견해는?

● 범어권도서관은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아파트 준공 시까지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1월 문화재조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 2009년 5월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009년 12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관하려던 

도서관 공사가 늦어져 2009년 12월 23일 도서관 건립을 201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변경협약을 

시공사인 두산 건설㈜이 연대보증하여 체결하였음. 2010년 2월 시행사로부터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나 7월에 건축공정률 약 60%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시행사의 자금경색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음. 그동안 구에서는 도서관 조기완공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협약서 이행촉구, 시행사와 보증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 검토, 건축공사 및 시설물 설치 이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2011년 12월 27일에 신청,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12. 28)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대구지법에서 2차례 민사조정을 하였으나 하도급업체 체불금과 기자재 대금 문제로 구청과 두산건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지난 6월 25일 법원 결정에 따라 범어권도서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도 있었음. 민사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도서관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송에 앞서 두산그룹이 대승적 차원에서 도서관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구청의 의지를 담은 

촉구 서한문을 3월 9일 두산그룹에 전달하였음. 두산그룹차원에서 소송 중단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두산건설 관계자와 10여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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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더 이상 도서관 공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직접시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

하고 추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구의회에서 도서관건립 촉구결의문 채택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언론에서 두산건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자 두산건설에서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는 적극

적인 의사 전달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두산건설과 상호협의하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도서관 공사는 골조부분과 내부구조가 거의 완성되었고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절감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두산건설에서 제안하면 절감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정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음. 두산건설에서 제안하는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구조물과 최소한의 필수 기자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겠으며 그외 도서관에 필요한 기자재는 구에서 부담하여 개관을 준비할 계획임. 아울러 

건립중인 범어권도서관은 2008년에 설계한 도면으로 현재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다소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설계변경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향후 공사재개에 따른 합의서 작성 시 공사기간을 명확히 명기하고 기간 내 미완료 시지체상금을 명문화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도서관 건립이 다소 늦어 졌지만 7월 공사준비, 

8월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3월까지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소형 가족 세대의 증가로 우리구 관내에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허가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제한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2010년 12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이때,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됨. 우리 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가구당 0.7대로 

강화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음.

또한, 다가구주택 신축 후 높은 보상가 요구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라 하더라도 추진상황이 없을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건축 허가를 제한하여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음.

끝으로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의 다가구주택은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에는 국내 유일하게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과 사생활 침해 민원은 철거단계에서부터 공사 계획서를 제출 

받고, 이웃의 거실이 보이는 창문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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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고산지역의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 및 작년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조치사항은?

● 작년 폭우시 미작동된 가천배수펌프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천배수펌프장은 한국철도  

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가천역사 증축 시 주변 농경지가 저지대로 

되면서 자연배수가 어려워 2006. 12월 펌프장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음. 가천배수펌프

장은 자동시스템 및 무인설비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현장근무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고장으로 작년 

7월 9일 집중호우 시 (시간당최고 27m/m)작동되지 않아 주변의 침수피해가 발생됨.

우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초 펌프장 설치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2011년 8월 2일 고장난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완료함. 현 관리체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관계로 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 관리 전문업체인 제일기업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고, 

제일기업에서 매월 2회 시설물 점검 및 기상특보 시에는 상주근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향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대구광역시로 시설물 관리를 이관 예정임.

우리구에서는 풍수해 대비기간 중에 가천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공단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조공문을 금년에 2회 발송함. 철도시설공단, 대구광역시, 구청, 현대산업개발, 제일기업 관계자들 

합동 사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6월 1일에는 대구시 건설방재 국장외 6명이 점검에 참여

하여 현장 확인하였고. 향후 적정량의 비가 내려 펌프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고이면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시운전을 할 예정임.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배수불량지역인 지하 

차도 통로박스지역에 배수관을 유수지까지 설치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가천지역에 설치된 수문에 대하여 열쇠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번호열쇠로 교체하고, 관리자로 지정된 

인근주민, 관할동 담당자, 구청담당자(건설과, 생활안전과)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동시에 시험작동을 

실시하였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 대형펌프 1대(40마력, 6인치)를 임대하여 현장에 고정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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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함.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하여 수문에 대하여는 3중(건설과, 동주민센터, 인근주민)으로 

책임관리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철도시설공단 및 펌프장 전문관리업체인 제일기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호우에 적극 대처하겠음.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침수피해발생 즉시 2011년 7월 

12일 현장방문과 함께 신암동에 위치한 철도시설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미가동에 대한 

질책과 과실을 인정하고 빠른 피해보상 요구를 한 덕분으로 철도시설공단측에서 보상처리토록 할 수 

있었음.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우리구 주관으로 철도시설공단, 피해주민, 우리구 공무원 

들로 구성된 합동피해조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7월 18일 일제조사 후 결과를 철도시설공단측에 

통보하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사결과를 근거자료로 피해주민과 협의하여 2011년 8월 19일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음.

● 고산수해지역 현장방문(2011. 7. 12)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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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 2011년 6월 8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보고대회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 60%, 공공기관 

보급률 100%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음. 우리구에서도 2012년도까지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보조를 맞추어 전체 교체대상 조명등 8,435개중 3,526개를 

교체하여 금년도 교체 목표 30%를 초과한 42%(3억 2천만원)로 나타났으며, 연간 전기 사용량이 11만 

Kwh정도 절감되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 1천1백만원이 절감됨.

2020년까지 공공기관 청사내 LED 조명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조명등 4,959개를 교체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5억 45백만원으로 국비 2억 72백만원, 구비 2억 7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100% LED 조명등 교체 시 연간 전기 사용량 26만 4천 Kwh가 절감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2천 6백

만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수은 등을 사용하지 않아 일반 조명등에 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임. 

사업비 투자 회수기간은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약 17년이 소요되겠음.

정부시책을 무작정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체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 정부방침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음.

● 선진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큰 축으로 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전략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과제로서 지역

발전을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10년 8월 녹색성장과로의 조직 개편과 

같은 해 12월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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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큰 축은 기후변화적응,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

생활의 실천,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짐. 우리 구는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코자 2008년 12월 대구 최초로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298세대에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실시하여 전년대비 전기 2,110㎾h, 수도 486㎥를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우리 구 1십 6만 가구중 1만 3천세대가 동참하여 433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참여 주민

에게는 인센티브로 8천 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매년 반기별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나부터 녹색 

생활을 실천하자는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나가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2009년도 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20％ 

감량하였고 2011년에는 공동주택에 전면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보다 3.4％의 감량 

효과를 보았음. 

금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 4개소 1,643세대에 RFID 방식을 시범 운영하여 전년대비 약 30％ 정도 

감량이 예상됨. 이는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로 보여짐. 그리고, 담티고개, 

청호로 구간과 유니버시아드로 지하차도 구간 4㎞에 대해 Eco-Zone을 지정·운영하여 연간 4백 60만ℓ의 

연료와 이산화탄소 9천 200톤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을뿐 만 아니라 과속방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여 1인당 연간 23

만원 교통비 절감과 주요간선도로 혼잡시 교통량 14％의 감소효과를 보고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녹색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함께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을 우리구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모명제에서 

영남제일관까지 7.2㎞의 누리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임.

도심 기온상승 억제 및 공기정화를 위해 담쟁이 24만본, 가로수 2만 9천본을 식재하였고 공공기관, 

대형건물 11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였으며, 부족한 녹지와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 열린사회 조성을 

위해 구청 담장허물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학교, 주택 및 아파트 등으로 확산시킴은 물론 만촌동 

해피타운 조성 시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성경찰서, 경북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은 좋은 사례로 보여짐.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안심교에 이르는 

18.9㎞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월드컵삼거리에서 경산시까지 4.1㎞ 구간이 다음달 준공예정으로 

자전거도로가 신천에서 스타디움, 금호강에서 낙동강으로 연결됨에 따라 매년 수성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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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과 구청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거치대 295개소를 설치하여 2,277대의 

보관과 함께 공기주입기 7개소도 설치하였음. 지난 4월에는 고모동 팔현마을 일대 4십 7만㎡를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관내 6개소 공원 재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음.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의 각종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린리더를 관내 학교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그린리더 중심으로 추가 

양성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종단체, 주민을 대상 

으로 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반기 2만 5천

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의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어 우리 구민의 10％(1만 6천

세대) 이상이 가입토록 인센티브 상향 지원을 검토하겠음.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례 공모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 의지를 고양  

시키겠으며 공공기관, 아파트 옥상에 대한 텃밭가꾸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11년 수립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관내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20％줄이기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성

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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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재현의원

1.  용지아파트내 건강지킴이센터 설립 및 상담, 치료전문요원 
배치는?

2. 건강지킴이센터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은?
3. 용지아파트 인근에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는?
4.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 대책은?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정책은?

●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 가족지킴이 센터 및 쉼터설치 문제, 향후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음. 오늘날 과학문명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또는 체계적 

관리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정신장애는 그 원인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함.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최근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내용을 보면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생애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직장, 학교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토록 

하였음. 

이번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의 보편화,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6천명 정도로 예상되는 우리 구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와 정신보건

센터가 중심이 되어 동아메디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만6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등록 정신장애인 766명 중 136명이 범물1동 거주자이며, 용지아파트에 

121명이 거주하고 있어 용지아파트 내 정신장애인 거주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 사실임.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요원 2명을 추가 확보하여 용지아파트 인근 정신장애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전담케 

하여 주민 친화적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 하겠음.

또한 용지아파트 내 한사랑의 집과 범물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숨어있는 정신

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폭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주변 환경을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행하면서 가족지킴이 센터 및 

답변내용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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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설치 문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후 검토코자 하며 우선 용지아파트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2명을 확보하여 통합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 그리고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후 고 위험군으로 판명된 주민은 정신보건센터 및 최근 신설된 희망복지지원

단과 연계하여 특별관리와 지속적인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확산을 막고 지역복지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살예방체계도 점차 구축해 나가겠음.

● 다음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들의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해 현재 전국에는  

45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으며 그 중 대구지역에는 2개소가 권역별 운영 중에 있음. 알코올 상담   

센터는 우리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본인 인식이 있어야 순조로울 만큼 해결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우리 구에서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수성구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 다음으로 정신장애인들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현행법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이 거부했을 경우 치료가 불가함.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이 우선이며 평소 지구대 경찰관 및 지산치안 솔루션위원

들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강제후송 및 정신질환 이해에 대한 교육과 가족 및 주변인들에 

대한 심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또한 자신과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경찰, 구급대원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입원 의뢰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정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학교폭력실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최근 1년간의 학교 폭력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욕설, 집단따돌림, 휴대폰 등을 통한 폭언과 구타·괴롭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별로는 

교실, 화장실·복도, 그 외 학교 내, 휴대전화, 운동장 순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의 주원인은 가정의 

빈곤, 부모갈등, 부모와 자식 간 유대약화 등 가정·환경적 요인과 대중매체의 폭력성, 불건전한 사회

환경,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 사회·환경적 요인 학교, 학원 등 바쁜 일과 속에서 대화를 나눌 또래친구 

부재 등 입시중심의 환경 등에 있음.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차적

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등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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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제정하였고    

「수성구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6월에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대책방안 마련과 실효성 높은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

관련 지원사업으로 우선, 일선학교의 폭력예방 시설구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학교폭력 안전 

지킴이 운영, 안전 지킴이실 및 배움터 지킴이실 구축,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에 6천 3백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첨단장비로 구축한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365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체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차원의 활동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교육강좌 운영,진로·진학 

학습 연계형 토요캠프 운영 등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강화로 창의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구 산하 청소년활동 지원기관 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자 함. 아울러, 현재 건축 중인 진밭골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여 내년부터 숲체험, 별자리 관측, 삼림욕과 트레킹, 

주말가족캠프와 일일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휴식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학교폭력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향후,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위기

개입,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수성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내년 중 범어 

도서관 내에 설치, 상담심리 활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 만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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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회 본회의

질문의원 김성년의원

1.  민간위탁사업 및 수탁기관에 대한 자격심사, 사후관리, 성과
평가 전반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 현황, 평가에 대한 답변은?

2.  청소업무 대행업체(대성환경 등)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은?

3.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의향  
여부 및 평가를 토대로 한 재위탁 의향 및 관련 대책은?

● 먼저,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우리 구에서도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행정부문이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음.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서비스제공은 바로 주민들에게 직결되므로 수탁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함. 현재,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과 정부

지침에 의한 수탁관리자 지정 이외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또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여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하고 있음. 

복지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4개팀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조직운영, 재산·회계관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46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회계처리 미흡, 운영규정 미비 등 93건을 지적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감사실을 감사전담기구로 개편하였고, 개방형 감사

실장이 임명된 만큼 전 수탁기관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음.

수의계약이나 연장계약에 따른 재계약 시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7월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전부서에 배부하고, 민간위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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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통해 서비스 질 저하 방지, 정기적인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수탁기관의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공무원 수를 

제한(25% 이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음.

● 청소용역관련 행안부 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내역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현재 우리구의 

청소관련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통합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 등 총 4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음.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확대 정책 및 민간일자리 창출 및 재정절감을 위한 

분야별 민간위탁 확대 추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5년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시작으로 

2003년도 3개 권역별 확대 및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 2010년도 통합수거(3개동)위탁 등 그동안 청소

분야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위탁업체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함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질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바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 에서도 지난 6월, 청소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코자 우리 구를 포함

하여 전국 30여개 지자체를 표본 추출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감사결과 우리 구에서는 대성

환경의 용역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를 정부기준보다 월평균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505만원 정도를 적게 

지급하고, 또한 인원도 원가계산서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는 등 지적  사항이 있었음.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어 

시정·개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와 관련, 대구시 다른 구·군을 포함 전국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임금 등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청소용역 업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법령에 의하여 영업권이 구·군 단위로 제한

됨에 따라 특정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 업체의 영세성 등 이라고 생각됨.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청소업무에 대한 “정부표준안”을 금년 11월 중에 만들어 법령정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운반비 현실화 등 위탁업체의 어려움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면 향후, 많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림.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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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의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업체에 통보하였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규정된 청소용역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준수 이행요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으며, 

미이행 시에는 임금 차액분 지급보류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강력히 전달하였기에 곧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함. 또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대표자 면담, 노조원 의견수렴 및 

상호 신뢰회복 등 수차례 중재를 하였으며, 비록 노사관계는 양자간의 문제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소 분야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됨. 

이는 민간위탁 청소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근무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며, 

대행업체의 정산보고서 또한 임의 정산의 방법으로 위탁업계의 자율 경영을 일부 존중하고 전체 대행

금액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금번 행안부의 청소 분야 감사 및 

대성환경의 노조 사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내년도 계약부터는 

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계약서에 근무인원 및 인건비 금액을 명시토록 

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예정임.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임. 또한,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할 계획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평가는 현재, 

평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설문조사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개선은 물론이고 평가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대 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임.

향후, 위탁업체 관리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요함.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나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 현재 전주시를 비롯하여, 대구,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에, 민간위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표준

화된 지표가 없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고 있음. 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다른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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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결과를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음. 

● 다음으로, 민간이전사업의 성과평가 기준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2011회계연도 민간이전사업의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시에 사용한 성과

평가표 또한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였으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점은 유감임. 

올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한 바, 최저 90점에서, 최고 

98점까지 평가대상인 23개 사업 모두 계속지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단기 과제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음. 

먼저, 단기적 과제로는 사업별 특성반영과 성과평가 결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성과평가표의 

틀은 유지하되 민간이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관부서별로 평가항목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소관부서별 평가결과를 사후 검증하도록 하겠음. 또한, 매년 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성과지표 

발굴에 초점을 두어 외부기관을 통한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 수행 다른 지자체의 모범운영사례 등을 

수집하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현재, 조례의 규정 등에 의해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 내부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연장 등에 의한 재위탁을 

최소화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경쟁을 통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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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의 효율적인 방안은?

2. 우리구와 유관기관과의 민원사무에 대한 연계처리 관련은?

●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 구에서는 2004년 2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 했는데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38대(동별 1~2대)와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4대 등 총 

4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4대는 설치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동주민

센터에서 관리하는 38대는 상습투기로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월 1회 이동 설치 운영    

하고 있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방범용에 비해 저가의 제품으로 선명도가 떨어져 야간에 

판독이 어려운 문제점은 있으나, CCTV의 설치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 

실제 CCTV가 설치된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용 CCTV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됨.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경우 

감시해야 할 취약지가 많은 반면 동주민센터 별로 보유하고 있는 CCTV는 한두 대에 불과한 실정에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CCTV를 한 장소에 고정 설치하여 감시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운용해 본 결과 고정식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고 운용도 지금과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장소를 옮겨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자 함. 다만 방범용 

CCTV는 해마다 설치를 늘려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음. 현재 우리 구에는 총 35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미 30대를 설치하였고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50대를 설치하는 등 해마다 늘여갈 계획임.

답변내용



www.suseongcouncil.daegu.kr

•의정활동 77

● 다음은, 우리구와 유관기관과의 민원사무에 대한 연계처리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음.

유관기관 민원업무 연계 처리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민원사무를 주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병행처리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주고자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개선방안 계획에 따라 법령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 『출생신고』시 『출산축하금 신청』 및 『365양육특별지원금 신청』 처리 등 4종의 민원사무는 즉시 

시행해오고 있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단위사무 93종에 대하여 일괄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음.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가 개정되어 우리 구에 『개명신고』를 하면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이 되도록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각종 휴업·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서에 해야 

하는 휴업·폐업 신고를 동시에 접수 받아 세무서로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편리하게 되는 등 현재까지 

93종의 단위사무 중 15종의 사무에 대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해졌음.

나머지 73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 

한 번의 접속으로 여러 건의 연계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의 

『민원24』 이용 편의를 위해 구 민원실과 동에 『민원24』 전용창구를 운용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무 21종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하여 민원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감과 아울러, 연계처리 가능한 업무 발굴시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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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성년의원

1. 향후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은?

2. 노점 당사자들과 상설 협의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3.  타 지자체의 경우 허가제 혹은 투트랙 방식 등 노점에 대한 
관리 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접목할  
의사가 있는지?

● 향후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현재 관내에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325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산재하고 있음. 노점단속에 따른 

그분들의 하소연이나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낌. 그러나, 그분들 생계가 

어렵다하여 언제까지나 노점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고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노점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노점은 무조건적인 단속·정비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생계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단속유예, 도로

에서 일반 나대지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비해 왔음. 지난해 6월 이후 우리 구에서 

꼭 정비해야 될 곳으로 판단하여 정비한 주요지역으로는 목련시장 앞 차도상의 회 판매 차량노점, 

수성4가 동아마트 주변, 범물용지아파트 입구, 용지아파트 북편 월요시장, 동아백화점 수성점 남쪽편, 

만촌동 이마트 주변 등 약 100여 개소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원칙적으로 노점은 불법도로점용이고 노점

차량의 장기 불법주차 등에 의한 기초질서 위반사항이며 그에 따른 선량한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임.

현재 우리구의 노점상 밀집 지역은 목련시장, 중동시장, 상동시장, 신매역 부근, 신매목요시장 등이며 

여기에 164개소가 밀집되어 있음. 우리구 노점상 정비계획의 원칙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도로와 

시장 및 지하철 역세권 등의 노점 중 지역주민 및 인근 상가와 마찰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그 외의 지역은 수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각종 국내외의 행사 시에는 관내 전체를 대상

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번 수성페스티벌, 전국체전 등의 행사 중 자진정비 

하여 행정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함. 목련시장, 중동시장, 상동시장, 신매 목요시장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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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은 민원이나, 교통방해 등을 유발하는 노점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곡각지점 주변 등은 피하고, 일정한 도로폭을 지키는 등, 구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 황금시장, 

중동시장, 수성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 중 노후화된 시장을 선정하여 관광야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노점상들이 입주토록 하거나, 목련시장 노점의 경우 일정기간 임대료 부담없이 목련시장 

내로 이전·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점상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음. 신매역 주변의 노점은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상 현재 위치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생계대책을 강구하면서 정비할 계획임.

● 둘째, 노점 당사자들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열에 한두 사람 빼고는 모두 생계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의 생계가 정말로 어려우면 생계지원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해도 조사에 불응하고,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하여 세력화 하려고 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낌. 말로는 어렵다 하면서도 실태조사 등 행정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여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곤란

하다고 생각하며, 협의체가 없어도 그분들의 의견은 항상 수렴하고 있고, 언제든지 대화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셋째, 타 지자체의 경우 허가제 혹은 투트랙 방식 등 노점에 대한 관리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접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허가제나, 일정재산액 기준으로 노점을 허용하는 투트랙 방식이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시행의 전제는,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민인지, 재산·소득이 얼마인지, 부양

가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투명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정책 실행에 많은 

난관이 있음. 앞으로 우리구의 노점정책은 무조건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을 강구

하면서 도로여건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꼭 정비해야 할 곳은 예외 없이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장기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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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의 예산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 우리 구에서 건립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주요 시설물의 건립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말씀하신 주요시설물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인프라 확충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수성구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그러므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그 분들과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총 

투자액은 595억원으로써 2012년도 이전 까지는 36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 117억원, 2014년도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내년 투자금액 117억원 중 53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액은 64억원임. 2014년 투자금액 110억원 중  

49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액은 61억원임. 미 확보된 125억원에 대하여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특별  

교부세 등으로 9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35억원은 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나,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한다면 건립비는 차질 없이 확보될 예정임.

대부분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일시에 투입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관심이 더 해 진다면 무리 없이 확보 가능함.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시설물 투자계획에 대해 많은  

고심과 주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면밀히 계획검토 후 추진하겠음.

● 다음은,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CCTV통합관제센터 등 4개 시설물에는 연간 70억원 운영비가 소요되며,   

구비는 44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또한, 고산 및 범어권 도서관,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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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2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건립중인 시설물 완공 후 최소 76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함. 운영비 확보를 위해 먼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정기점검,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등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음.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다각도의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음. 운영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원비 외 경영수익사업 등 수입확충을 유도할 

계획임. 주요시설 수입확충 방안으로는 다양한 관객층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공연의 활성화와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도모하겠음. 도서기부 등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 도모 

수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은 시설물 이용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시설물의 건립 및 욱수천 정비사업 등이 2014년 중으로 완료 될 예정에 있어 투자

사업 완료에 따른 가용재원 약 57억원을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함. 아트피아, 도서관 등의 공공 시설은 

주민들의 삶에 풍요와 여유의 매개체로서의 순기능이 크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건립되는 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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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수성발전 6대 브랜드 사업  
추진상황과 평가에 대하여?

● 연구기관 및 연구원 선정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비전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거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의뢰 하였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수많은 지역개발 과제와 정책대안을 체계적 

으로 연구, 개발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지역내에서는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임.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그리고 다른 구·군, 경북도청과 

23개 시·군·구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의뢰

하고 있음. 이런 사유로 「비전 2016 및 비전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원 선정은 각 분야별로 전문 연구원 11명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장기발전종합계획의 6대 브랜드사업 중 미추진사업 57%에 대한 실현방안과 향후 수성구 발전  

계획에서부터 정책채택,정책결정 등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비전 2016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주요사업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zone프로젝트, 범어서비스 

허브타운조성프로젝트 등 6대 브랜드사업과 교통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9개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6대 브랜드사업의 경우 29개의 단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0%이상이 

예산문제나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교통계획 등 9개 분야의 108개 세부

사업의 경우 현재 75개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으로 아직 계획기간이 4년이상 남은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됨. 장기발전계획은 10년후에 도시가 지향하는 

비전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정책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실행계획은 

예산문제나 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계획에 제시된 사업은 

아니지만 비전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도 추가로 실행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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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16계획 수립이후 변화한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대구비전 

2020 등의 장기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었음.

● 비전2020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 이외에도 기수립한 비전2016

계획의 연계와 풍부한 연구경험을 겸비한 기관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의뢰하였음. 다음, 비전 2020 

계획의 주요과제,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성공적사업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방향과 사업의 완성율은 

어느정도로 예측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비전 2020」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비전 2016」

계획과 같이 세부추진사업을 많이 제시하기 보다는 2020년 우리구의 비전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우리구의 특색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구시 및 국가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반영하였음.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용역을 의뢰한 후 

6월까지는 대경원 연구진과 구청 각부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문조사, 주민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6월말 부터는 구청 간부와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개최, 금년에 처음 구성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별 

의견수렴과 9월말 주민공청회를 거쳐 11월초에 최종계획서를 완성하였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구를 3개의 거점으로 나누어서 거점별(범어대권, 두산대권, 고산대권) 핵심전략을 제시

하였음. 범어대권은 대구를 대표하는 금융·의료·교육·법률중심의 업무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두산대권은 수성유원지와 들안길, 수성아트피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개성넘치는 공간개발과 

동시에 맛과 건강, 여유가 어우러지는 창조적인 주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산대권은 대구스타

디움과 미술관, 현재 추진중인 수성의료지구와 야구장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및 스포츠·문화거점

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였음. 아울러, 우수한 교육환경과 인재, 문화인프라를 지역

발전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

하기 위해 「비전 2020 계획」의 비전을 「명품 교육·문화도시」로 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양성,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와 함께 개성있고 실용적인 문화공간 창조,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안심 생활

공간 창출 등 12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63개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앞으로 본      

계획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세부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음. 그리고 기존의 2016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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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미추진 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은 향후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아울러, 사업실현의 성공과 통제를 위해 연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추진상황을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하겠음. 마지막

으로 금년에 처음 구성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 교육·문화, 복지, 도시분야 등 4개 분과

위원회에 2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음. 본 위원회는 네분의 구의원님과 분야별 대학교수, 

언론인, 교육관계자, 연구원, 기업체대표 등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구정 주요정책 수립시 분과위원회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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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술관 주변에 야생화동산 조성과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식물원

이나 야생화동산을 조성하는 안은 대구대공원 건립계획에 의해 삼덕요금소와 대구미술관 사이에 1만 

2천 864㎡는 야생초 화원으로 4만 1천 740㎡는 각종 정원 형태로 조경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계획대로 

조성되면 삭막한 도심속 일상을 탈피하여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생각됨. 

현재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범안로로 연결되는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주변으로 상록수, 녹음수와 

꽃이 피는 나무인 배롱나무 등 8천여 그루와 맥문동 등 초화류 4만 7천여 포기를 식재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있고, 대구미술관 주변 또한 꽃이 피는 1만 8천여 그루의 다양한 나무와 돌단풍, 벌개미취 

등 야생화 1만여 포기가 식재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대구대공원이 조속한 

기간내 조성되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다음은, 대구미술관 주변을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대·내외적인 

문화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대구미술관 

주변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당장은 테마거리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구미술관 주변의 

자연 경관이 정비되고, 대구야구장, 육상진흥센터 등이 준공되어 관람객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대구미술관, 미술가협회 등과 협의하여,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

으며, 우선 많은 시민들이 대구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구 차원의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비교적 

여건이 성숙된 수성못 주변에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 구의 관광자원은 수성못, 대구스타디움, 국립대구박물관 등과 고산서당, 노변동 사직단 등 대구시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숙자의원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거리 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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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형문화재 11점, 무형문화재 3점, 모명재, 영남제일관, 각종 서원 등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나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수성못(영상분수), 대구스타디움, 국립대구박물관, 영남제일관 등 

우리구의 한정된 관광자원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는 모명재를 보수하고, 

모명재와 영남제일관을 잇는 명품 모명재길을 조성하여 중화권 및 내·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성못 관광명소화를 위한 생태복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수성시니어

클럽의 문화재해설체험사업단(53명)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 학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해설을 실시하고 수성구 평생교육원에서 올해 29명의 스토리텔러를 양성하여 관광객 98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 및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는 등 우리 지역 관광여건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향후 모명재에서 영남제일관을 잇는 모명재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광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우리지역을 방문할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다소 늘어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자원들이 역사성과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우리 구만의 관광벨

트를 조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이 우리 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투어코스를 개발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구시 관광투어코스에 우리구의 관광자원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향후 의료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성아트피아, 수성유원지, 국립대구

박물관 등 우리 구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인터불고, 그랜드호텔 등 우수한 숙박시설, 들안길 우수 

외식업지구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이를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단체 교육 및 회의를 통한 

off-line 홍보와 스토리텔러를 더 많이 양성하여 우리 구의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알리고 수성시니어 

클럽 통한 문화해설을 실시하며 호텔이나 다중집합장소, 외국인 이용이 많은 곳에 관광안내 홍보물 

배치, 관내 관광 안내판을 정비하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우리 구를 

알리고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음. 

● 수성못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수성못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곳이며, 2011년 대구시에서 선정한 대구 12경의 한곳이기도 하나, 지금의 수성못은 시설

들이 낙후되어 볼거리도 그리 다양하지 못한 상태임.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호수공원 조성하고, 노후 불량시설을 정비하여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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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사토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영상음악분수 관람데크 확장하였으며, 북서측 호안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난달에 수질개선을 위해 

신천수 유입관로 개체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2월에는 오리배선착장 정비와동남측에 대한 대대적인 

호안정비 공사를 착수하여 11월경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못 유래를 

홍보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동남측에 새로 설치되는 수변무대와 데크로드 및 전망데크가 영상 

음악분수와 더불어또 다른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전체 호안의 계절별 초화류 식재와 동측 

수상의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꽃의 호수라는새로운 이미지로의 변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성못 수변무대에서 생활예술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도시문화 창조 활성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상설무대를 운영하여 예술동호인들이 주체이자 관람객이 되는 예술 공연을 만들어 

수성못을 연중 음악이 흐르는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 존으로 만들 계획임. 아울러, 수성못을 호수가 

들어가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론화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동신교에서 가창교까지의 신천동로 방면 수변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신천의 수변공간이 좌안에 위치한 남구나 중구보다 우리구 방향의 우안이 신천동로 2단도로와      

하천 유로 확보 등으로 둔치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함. 동신교

에서 상동교까지는 현재 둔치의 넓이나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여유가 있는 둔치에 각종 편의

시설과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는 상동교 하류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조경과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또한 현재도 4차순환선과 신천좌안도로 공사로 기존 시설의 사용도 불편

하고 이용환경도 열악한 것이 사실임. 그래서 2011년 8월에 관리청인 대구시에서 신천의 재해 

예방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신천종합개발 정비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4차순환선 개설 및 신천좌안도로 확장 공사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

되고 있음. 상동교 상류측 가창방면 3.7km는 신천좌안도로가 준공되는 2014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상동교 하류측 금호강방면 8.7km는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구에서는 신천종합개발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설치되도록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설계에 상동교 하류 쪽으로는 

공룡문화놀이 마당과 자전거공원이 조성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반영되었고, 상동교 상류 쪽으로는 

물놀이장과 옹벽 녹화, 생물서식처 조성 등 문화 놀이시설 설치가 반영되었음. 아울러 둔치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 체육시설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우리 구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대구시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신천이 단순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에게는 

웰빙 생활의 터전이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품격 높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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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조규화의원

수성구 소재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및 시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미달시 대안과 현지법인화 추진과정 및 대책에  
대하여?

● 우리區에 입점한 4개 대형마트의 2010, 2011년 지역기여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區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2001년 개설한 이마트 만촌점, 2006년 이마트 시지점, 2010년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2011년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 4개소임.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는 대구市

에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대형유통업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며, 대구市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항목은 지역금융 이용, 지역민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환원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음. 우리區 대형마트 중 이마트 만촌점의 2010, 2011년 지역기여도는 지역 생산 

제품 매입,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상품 판로제공, 물가안정추진 4개항목은 양호하나 지역금융 이용, 

지역업체 용역발주, 지역 우수업체 입점, 영업이익 사회환원 4개항목은 미흡하며, 이마트 시지점의 지역 

기여도는 지역생산제품 매입, 지역 우수업체 입점,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상품 판로제공, 물가안정추진 

5개항목은 양호하나 지역금융 이용, 지역업체 용역발주, 영업이익 사회환원 3개항목은 미흡함. 홈플러스 

수성점과 스타디움점의 2010, 2011년 지역기여도는 지역민 고용창출, 물가안정 추진 2개 항목은 양호

하나 나머지 6개 항목은 미흡함. 참고로 홈플러스 수성점과 스타디움점은 입점시 우리區에서 제시한 

수성구민 우선채용, 용학도서관 도서기증, 수성시장외 2개소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지원 등 3억원 

정도의 공익사업을 지역기여로 이행한바 있음.

● 지역기여도가 대구市 가이드라인에 미달한 대형마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대형유통 

업체의 지역기여는 모든 권한이 지역진출 업체가 아닌 본사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쉬운 실정임. 지역기여도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區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 지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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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판매이익 환원 등 지역사회 기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겠으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대형마트 대표자,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지역

기여도 이행실적 자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대형

유통업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지법인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는 현행 역외자본 구조를 자금의 지역환원과 지역내 재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나, 기업의 경영정책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그러나, 우리區

에서는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위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대형마트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 법인화에 노력하였으나 가시화되지는 못하였음. 향후, 현지 법인화를 위해 대구

市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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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구정질문 및 답변

 2013년도 구정질문 현황

■질문 횟수 : 15회

■질문 의원수 : 15명

■질문 건수 : 15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질문건수

계 188회임시회 189회임시회 190회정례회 191회임시회 193회정례회

계 15 5 1 4 2 3

행    정 2 1 1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7 2 1 1 1 2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4 1 1 1 1

건    설

건    축

교    통 2 1 1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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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회 본회의

2013년 구정질문 답변내역

질문의원 임대규의원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대하여?

● 먼저,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우리 구에서도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행정부문이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음.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도 법령, 조례나 규칙 그리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위탁을 하고 있어 근거없이 위탁한 사례는 없음. 우리 구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규정은 없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 기간 제한과 재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민간위탁의 유형에는 일부 특정 

서비스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서비스계약과, 인력관리, 시설유지 등 경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경영

계약, 그리고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이 있음. 서비스계약의 계약기간은 보통 1~2년이며, 경영계약의 

계약기간은보통 3~5년으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에서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맞게 협약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음. 

답변내용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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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계약시 운영평가에 대한 제안과 같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재계약시에는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겠음. 재계약을 

1회에 한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민간위탁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

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지방

계약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위탁사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민간에서 참여의 기회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겠음.

● 민간위탁사업의 계약심사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구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위탁비용을 절약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일반쓰레기 수거 운반용역과 구 청사 청소

용역, 구민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음. 앞으로 우리구 민간위탁 

조례상 공정성 증대를 위해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재계약시 운영

평가실시 등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임.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자체의 민간위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어 향후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 조례 개정 시에 이를 같이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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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진환의원

복지관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대하여

1. 수성4가동 초등학교 유치계획?

2.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설립계획?

3. 재건축·재개발시 공원 확보 유도

4. 체육시설의 지역쏠림 현상이 없는지

답변내용

● 먼저, 수성4가동 초등학교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수성4가동 지역 내 초등학교가 없어 그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데 대해 학교업무가 비록 교육청 소관이지만 구청장

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림.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청의 의견은 도심

지의 경우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어려우며 수성4가동의 경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교에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또한 출산률의 점차적인 감소로 향후 2~3년 후 취학 아동수가 계속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추가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올해 3~4월 신규분양 

예정인 수성1가의 롯데캐슬과 범어3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학생 수가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됨에도, 학교 신설 없이 각각 기존 학교 수용 및 개축 수용방안을 검토 중이라 함. 수성4가

동의 초등학교 부재로 타 동의 5개 학교로 분산 배정됨에 따른 통학 불편 등으로 겪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 건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함.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설립의 

타당성이 충족되어 교과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는 하나, 구에서는 주민들의 바램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학교신설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두번째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의 설립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겠음.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현재 우리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황금동 소재 市노인종합

복지관이 있으며,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느껴 3대권역별로 지산·범물권, 고산권, 범어·만촌·수성권으로 

나누어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저소득층과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산·범물권을 

범물동 1288번지에 연면적 1,8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음. 고산권은 계속 증가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매동 170-1번지 외 2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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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에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함께 하는 보건복지센터를 연면적 2,000㎡, 지상4층 규모로 

1~2층은 보건지소, 3~4층을 노인복지관으로 2015년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중임. 향후, 범어· 

만촌·수성권도 노인의 여가와 건강,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기능의 시설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구체화 되도록 하겠음. 앞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음. 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현재 권역

별로 고산, 지산, 두산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파동문화센터와 만촌

문화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신축중에 있는 수성1가동 주민센터가 완공되면, 문화센터 

기능을 일부 수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수성동 권역에도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 

● 우리구 도서관 설립계획에 관하여 교육기반 조성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시지이마트 내 작은도서관인 고산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10년도에는 장서 8만여권을 보유한 대형도서관인 용학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인 책숲길도서관, 

물망이도서관, 파동어린이도서관 등 4개소, 2011년도에는 사월역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꾸준히 주민

들의 정서 함양과 지적수준 향상을 위해 힘을 써 왔음. 아울러 이달 말 준공예정인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의 범어권도서관이 7월 개관될 예정이며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시지 미래어린이공원 내에 연면적 

3,100㎡ 규모의 고산권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임.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는 수성도서관과 용학도서관, 범어권 도서관, 고산권 도서관 등 4개의 대형도서관과 책숲길, 

물망이, 파동어린이, 고산어린이, 사월역 등 5개의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게 되겠음. 특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1㎞ 내 도서관 확충전략인 4+6α프로젝트를 입안 중인데 대형도서관 4개와 작은도서관 6개, 

그리고 α는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의미함. 이 계획이 수립되면 1㎞내 도서관 확보에 다소 부족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 1개소와 개방형 학교도서관 1~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지역간 

정보불평등 및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나가겠음. 

● 재건축·재개발 시 공원 확보 유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관내 공원 현황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체육 

공원 1개소, 근린공원 13개소, 소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99개소 등 총 120개소가 있으며, 그 중, 

수성동 및 중·상동은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 등 16개소가 조성되어 관내 

전체 공원 수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음. 수성구 전체의 동별 평균 공원수 5.2개소에 비해 이 지역의 

동별 평균 공원수는 3.2개소로 공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34

개소로 수성동 및 중·상동은 8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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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성동 

및 중·상동의 경우 4개소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법상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됨. 또한, 5만제곱

미터 미만의 경우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일정규모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부족한 공원 또는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체육시설의 지역 쏠림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현재 우리구에는 총 66개소의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범어지역에 7개소, 만촌지역 10개소, 황금동 지역 3개소, 

중동 상동 지역 4개소, 파동 5개소, 두산동 3개소, 지산지역 8개소, 범물지역 7개소, 고산지역에 17개

소가 있으나, 수성동의 경우 수성1가 신천둔치와 수성4가 고수부지에 체력단력시설이 있으며 수성4가 

수성근린공원과 호돌이 공원, 수성3가 수성어린이 공원 등 모두 5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특히, 수성동은 지역특성상 주거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편입니다만, 

앞으로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고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이 골고루 체육시설이용

혜택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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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근린공원을 힐링공원, 어린이체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 먼저, 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결정 고시 

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 공원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민공원은 시민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기 수립 및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됨. 이 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2000. 7. 1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 7. 1.부터 적용되어 2020. 7. 1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시민공원의 경우 2020. 7 .1이 되면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임. 이러한 실정은 

비단 우리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이러한 문제

점을 우리구에서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대구시에서도 시 재정 현실상 시비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 및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내년도 대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시 

정밀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함. 

● 다음, 시민공원을 힐링공원 및 전통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시민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1969년 10월 6일자로 결정되었고, 전체 면적은 19만㎡로 국유지 2.4%, 시유지 

39.8%, 사유지 57.8%를 차지하고 있음. 시민공원은 일부 국, 시유지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한정된 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또한 중, 장년층만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최근 

범어동 주변에 범어역 역세권 개발 등 변화된 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하기에는 기 

계획된 공원 조성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동감하며, 좋은 지적에 감사드림.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박물관수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시골”과 같은 

지명 유래를 감안한 전통 스토리텔링 발굴,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전통체험 교육장 

조성, “도시락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무대 조성 등 보다 현실성 있는 공원조성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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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되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공원조성 변경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2014년도

에는 숲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도복목,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

하여 숲속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유실되고 불편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도서관, 박물관, 법원 등을 순회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겠으며, 산책로 변에는 

야생화 등 다양한 테마 식재로 숲속의 힐링로드를 만들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및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함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음.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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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운영한 결과 당초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와  
구 직영 관리와 비교시 어떻게 개선되었는 지?

2. 두산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 먼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7일부터 두산문화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소속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공무원총액임금제에 따른 인력

증원 애로, 소속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결여 등 운영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발생

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두산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음. 민간위탁 방식은, 행정업무

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정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민간 부분의 자율

성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예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2년간 수성문화원에 두산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하였음. 민간 

위탁의 효과와 구 직영 시와의 비교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먼저,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 말씀 

드리면, 지역 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성문화원에서 2012년 운영한 프로그램을 보면 총 

강좌 42개중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폭력 예방 교육」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심보감 

특강」 전통문화 함양을 위한 「예절교실」과 「사찰음식」 및 「생활민화」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강좌를 

고산과 지산문화센터와는 차별화된 강좌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기존 고산 및 지산문화센터의 운영 강좌와 유사한 면이 많아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다음, 문화서비스 향상에 대해 말씀 드리면, 개설 과목 수(반수)면에서 위탁 전 110개에서 위탁 후 

135개로 위탁결과 25개 과목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는 3,465명에서 5,409명으로 위탁결과 56%가 

증가하여 과목 수와 이용자수 면에서는 대폭 신장을 가져왔다고 봄. 한편, 「두산문화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1년 4월 구 직영 시 89%, 민간위탁 후 2012년 6월에는 91%로 조사되어 

민간위탁 후 이용자 만족도가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직영 중인 

고산 및 지산문화센터의 경우는 2012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각각 92%와 94%로 조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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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3개 문화센터 모두가 주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구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약 4천 4백만원 절감되었음. 다만, 두산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청경 1명은 임무가 청사방호로 청경의 

인건비는 민간 위탁 또는 구 직영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보여 짐. 이상의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전문성 제고, 문화 서비스 향상, 예산절감 등 3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두산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구 직영 고산·지산 문화센터와 민간위탁 중인 두산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개 문화

센터 모두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현재 고산문화센터에서 수성문화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 가는 「재능나눔 기부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수강생들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 따라서, 두산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재 구청에서 직영 중인 고산·지산 문화센터는 나름의 

장점을 살려서 3개 문화센터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과 직영을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됨.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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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 먼저,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좌회전 허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범어네거리」와 「만촌

네거리」는 1998년 10월경 도시철도2호선 공사중에 달구벌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남↔북간 

좌회전을 금지하였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노면복구 공사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좌회전금지가 필요하다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좌회전이 계속 금지됨. 현재 「범어네거리」는 법원에서 우리 구청방향과 궁전

맨션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만촌네거리」는 구청에서 무열대 방향과 남부

정류장에서 경북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 경찰청에서는 달구벌대로와 같은 간선

도로는 직진교통류의 소통을 우선하여 신호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고가도로가 설치된 연호

네거리를 제외한 모든 네거리에서 한, 두 방향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임. 과거 좌회전이 허용

되었을 때와 좌회전이 금지되고 있는 현재의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교통상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1996년 좌회전이 허용되었을 당시에 「범어네거리」는 아침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12,771대이고 차량당 평균 지체가 127.49초 이었음.

현재는 출근시간 1시간 교통량이 14,379대로 1996년 보다 1,608대가 증가하였으나 차량당 평균 지체는 

다소 줄어든 126.7초로 나타나 좌회전 금지가 교통소통에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촌네거리」의 경우, 1996년 좌회전이 허용되었을 당시에는 아침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량이 

시간당 7,262대이고 차량당 평균지체가 238.63초 이었으며, 현재는 출근시간 1시간 교통량이 8,264대로 

1996년 보다1,002대가 증가하였으나 차량당 평균지체는 56.2초로 대폭 감소하여 역시 좌회전 금지가 

소통에 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좌회전 허용을 위해 신호체계를 검토한 결과, 좌회전 허용 시 

「범어네거리」는 현재보다 東↔西 간의 직진 신호시간이 20초 정도 감소하고 두산위브 앞에서 궁전맨션 

방향으로 부여하는 좌회전 신호시간이 10초 정도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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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 또한, 「만촌네거리」는 남부정류장 앞과 대림아크로타워 앞 도로에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이 직진차로를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

되어 그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며, 달구벌대로의 양방향 직진 신호시간이 20초 정도 감소함에 

따라 현재보다 교통정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통행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두 네거리에서의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많으므로 추후, 경찰청과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준공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검토 시에 이 일대 교통

흐름을 정밀 분석토록 요청하여 필요시,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좌회전이 허용되도록 하여 주민

들의 교통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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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회 본회의

질문의원 유춘근의원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2. 임기중 생활체육시설 조성현황은?
3. 향후 체육시설 계획은?

●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임. 2013. 4월 현재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수는 17,827명으로 남성이 

57.1%인 10,176명, 여성이 42.9%인 7,651명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등록장애인 수는 47.4%인 8,447명이 

지체장애인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 13.1%(2,342명), 청각11.1% (1,973명) 등의 순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국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최근 1년간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하고 있는 장애인은 70.4%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64.2%에서 

2011년도 70.4%로 6.2P(포인트)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하드웨어 측면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 측면인 생활체육 프로

그램을 증설하여 운영 중임.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는 지난 5월 16일 대구 최초로 개장식을 가진 

수성론볼장을 비롯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성패밀리공원의 파크골프장, 그리고 황금동 

장애인 게이트볼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확충에 힘쓰고 있음.

특히, 론볼장 개장이래 론볼수성클럽 회원 수가 2011년 30명에서 지금은 165명으로 무려 5배나 늘어

났는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황금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댄스스포츠,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 장애인 생활체육의 여건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면도 있음. 앞으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한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또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명품 수성구에 걸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 시책을 펼쳐 나가겠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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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질문하신 임기 중 생활체육시설 조성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생활체육은 스스로 필요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좋아하는 운동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기본조건임. 집근처에서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은 주민을 위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 생각함. 취임 후 

지금까지 조성한 생활체육시설은 프리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9종을 14개소에 걸쳐 22면을 조성

하였음. 이는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육활동의 잠재적 의료비 절감효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확신함.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현재 종합공정 55%를 보이고 

있는 지산동 수성생활체육공원을 7월중 완공하여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 수성구민의 오랜 숙원인 범어동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올해 

연말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황금동 예비군 훈련장 후적지에는 2016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해 재활 

스포츠센터, 등산로, 숲속쉼터 등 가족단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가시화하는데 매진하겠음. 

이와 함께 고산지역에 육상진흥센터가 올해 개관되고 대구야구장이 2015년 완공된다면, 우리 수성구는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함.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질문의원 임대규의원

1.  범어권도서관 건립공사의 재개를 위한 두산건설과 합의에 
대외적인 막후 역할을 한 지역인사는 누구이며 준공까지의 
간략한 경과는?

2. 향후 개괄적인 운영계획과 해피하제와 소송진행 상황은?

● 답변에 앞서, 2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범어도서관 공사재개를 위해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범어권도서관 

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3월 범어도서관이 준공된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대규 범어권도서관건립추진특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범어도서관 공사재개와 관련

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범어도서관은 지난 2008. 10월 공사를 착공한 후 시행사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2010. 7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사재개 독려에도 불구

하고 시행사와 두산건설이 이를 이행치 않아 우리 구에서는 민사조정과 두산그룹 방문, 구청장 서한문 

전달, 협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범어권도서관건립추진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사재개를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 2012. 10월 공사를 재개하고 2013. 3월 준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의원

께서 이재경 두산그룹 부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것이 공사재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범어도서관이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괄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도서관은 범어네거리와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역세권, 달구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어 대구의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범어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차별화·특화전략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개국 원서가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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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회 본회의



비치되는 국제자료실에 국제정보서비스 검색코너를 설치하고 글로벌Youth아카데미, 외국어로 진행되는 

9종의 문화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국제화 거점기능을 부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과 평생교육 증진, 어린이 자료실내 비도서 활용공간인 브레인 룸, 상설전시실 

아르스 에스를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개관기념 명사초청 강연회 등 14종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우리 범어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해피하제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해피하제 측에서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시장에게는 기부채납한 

범어역 지하통로와 관련하여 485억원을, 수성구청장에게는 범어도서관 관련 30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11년도 기부채납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세영의 

전하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3. 4. 25 1차 변론후 지금은 2차 변론을 준비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 과정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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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조규화의원

수성못과 연계한 들안길 먹거리 타운 활성화에 대하여
1.  수성못 상단공원을 상화공원(수성못→수성호수공원)으로  
명칭변경은?

2.  상단공원에 테마가 있는 문화존(시비동산, 칼라바닥콘크리트, 
포토존, 열쇠존)조성은?

3. 수성못에 수성공연장, 수상데크, 수성못 홍보 DID 설치는?
4.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에 테마있는 벽화거리 조성은?

● 먼저, 수성못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수성못을 『수성호수』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단공원은 지산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조경지로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편의상 

상단공원, 또는 상부공원이라고도 부르고 있음.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의미없는 상단공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소위 『상화동산』처럼 우리지역 역사성을 상징화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되므로,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다음은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에 추진해 본 사례가 있는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이 

반대하였는데, 아무래도 수성못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듦. 일산 호수공원처럼 

멋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대단히 애착을 가지는 명칭이라면 그것을 또 쉽게 바꾸기도 힘들다고 

생각됨. 다만 의원님께서 ‘수성호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수성호수유원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짐. ‘유원지’, ‘공원’ 명칭은 법적인 도시계획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음. 수성

유원지의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면 유원지의 성격을 규명하는 ‘호수’를 넣어서 ‘수성호수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음.

● 둘째, 상단공원에 테마가 있는 문화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제안을 받고 여러 형태의 시비 등을 구상한 후 『상화동산조성계획』을 수립하겠음. 광장에 칼라바닥콘

크리트로 포장할 경우 지금의 잔디광장이 분리되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 포토존 설치에 대하여는 수성못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곳에 수변데크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여러 형태의 포토

존이 생기므로 별도의 포토존은 필요 없을 듯하며, 연인들을 위한 자물쇠존 설치는 수성못 북측의 

수변 무대 난간에 주민 스스로 자물쇠를 달고 있으므로 난간 와이어 훼손이 다소 있긴 하지만 이곳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하고 추가설치는 필요시 재검토 하겠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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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성못에 수상공연장, 수성못 홍보 DID(디지털 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지금의 수변무대의 공간이 이용 수요에 비하여 규모가 적어, 금년도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으로 폐업보상 완료된 유람선 선착장을 리모델링하여 375㎡(약110평)정도의 수상무대를 설치할 

예정임. 수성못 홍보 DID 설치는 현재 실내용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데, 실외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음.

● 마지막으로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에 테마있는 벽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먼저, 우리구 

올해 벽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음.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市비를 투입하여 청호로 

옹벽에 대구시 및 우리구의 CI 및 캐릭터를 칼라 콘크리트로 디자인 하였으며, 동도중학교 앞 옹벽에는 

천사의 날개를 그려 포토존으로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지산동 영남아파트 담장에는 은행

나무, 수성못 등을 벽화로 작품화 하였음.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만촌동 

7개 학교 거리벽화 조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대청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특화된 벽화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조규화의원께서 추천하신 들안길과 수성못 일원을 살펴본 결과, 두산동 무학로 북편길(무학로 

17길), 즉, 교동국밥 안길 도로가 길이 240m, 폭 6m 정도인데 벽화사업이 가능한 곳의 양쪽면 길이가

200미터 정도이며, 5군데로 구분되어 있고 식당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벽화를 그리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담장정비 및 소유주 동의 등 들안길 번영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향후 들안길 주변 볼거리로서의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벽화거리 

조성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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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간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 현재 우리 구에는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무학로 등 폭 50m 이상의 광로에 위치하는 14개소의 횡단

보도가 일명 펠리칸식으로 불리는 이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로 운영중임. 범어네거리~두산오거리 까지의 

동대구로는 출·퇴근 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과 중앙교통섬의 구조를 변경하고 이단(일명 펠리칸식)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도입하여운영하고 있음. 이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교통신호 연동처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정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2개의 횡단보도 신호가 분리·운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보행자 착오 및 무단횡단을 유발하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대구시의 대표 가로인 동대구로는 도로규모가 광로1류(폭 70m)로서 차로폭이 60m에 달하며 도로중앙에 

녹수대 및 범어천이 있어 이단 횡단보도 신호의 운영 효과가 큰 도로임.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 횡단시 

중앙부의 교통섬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불편과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일반 신호체계로 변경할 경우, 현재는 신호주기 200초 중에서 170초 정도를 차량

신호에 부여할 수 있지만, 일반 횡단보도 신호에서는 차량신호 시간이 약 130초로 1주기당 40초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대구로의 상당한 교통정체 증가가 우려됨.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신호주기와 신호시간을 교통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하고 교통방송, 도로안내 전광판(VMS, 관내 5개소)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운전자가 

동대구로 이외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도 완화될 수 있고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판단함.

정부에서도 2012년 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통정책을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대구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대구시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이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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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진환의원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공약 추진계획은?

● 먼저,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민선5기 출범 이후 수성구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시기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많은 분야

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음. 첫째,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왔음.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6만개 

창출 실천방안인 「일자리 1460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전국 최초의 수성일자리 센터 

설치,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와 비즈플라자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올해 6월말 까지 

43,75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말까지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11년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학습문화 조성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현재의 3개 문화센터(고산, 두산, 지산)를 6개(추가건립 수성동, 파동, 만촌)로 늘려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로, 23개 동 주민센터를 ‘동 행복학습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교육원’을 

범어도서관으로 이전, ‘수성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여 추진 체제를 

완비할 계획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즈 서포터즈 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소통 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일자리 창출, 성인지 정책, 보육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여성

들이 일, 출산·육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각종 교육·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들의 활기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머니교실,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청소년수련원을 개원,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다양한 수련 및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명실공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임.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학교폭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으로 운영하여 안전도시 실현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음.

둘째, 수성구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음. 대형도서관, 문화센터 등 문화시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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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이 잇따르고 있는데 2010년 용학도서관 개관에 이어 그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범어도서관이 7월 29일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12월 착공 예정인 고산권도서관이 완공되면 생활권역별 

소규모 도서관과 함께 주민 누구나가 1km 이내에서 도보로 편리하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임. 

또한, 파동·만촌문화센터를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산권 보건복지센터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 수성못을 호수공원화하고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 욱수천 정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3대 친수공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으로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로 변모 중이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추진중에 있음.

셋째, 소통과 긍정의 조직문화로 확 바뀌었음. 주민들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SNS) 행정을 추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수성구 블로그 다소곳(다함께 

소통하는 곳)도 운영중에 있음. 구청장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인 ‘수성토크’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수성페스티벌 축제 부대행사인 ‘들안길 1km

김밥말기’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최초로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금년 

행사시 김밥말기 기네스 기록 도전 등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 방문, 확대간부

회의 현장 개최 등도 소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음.

저는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무슨일이든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이같이 민원인 또는 주민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앞장선 결과 2012년도 전국 최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지난 3년간의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

분과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 생각함.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 진도율이 낮은 일부사업의 공약이행 대책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 이행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6월말 현재, 26개 공약사업에 대한 평균 진도율은 75.5%로 완료된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 정상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市 연계사업인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 사업기간이 미도래 된 「매호천 

생태 하천 조성」등 일부 사업 추진은 다소 미진함.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 많은 활동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市에서는 비용문제 등

으로 무료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앞으로도 구의회와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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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통해 대구시, 시의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매호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공기가 2014년 12월까지이지만 SOC 세출조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남은 임기동안 공약이행 

전망을 말씀드리면 임기후인 2014년 6월 이후 공기가 도래하는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2013. 9월 착공), 

고산권 도서관 건립(2013. 12월 착공) 등 2개 사업이 금년내에 착공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약이행에 

어려움이 많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사업을 제외한 총 25개 공약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어 공약

이행률은 96.2%로 전망됨.

● 다음은, 임기중 또는 사업기간내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등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공약사업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 고산권 도서관 건립, 만촌·파동 문화

센터 확충, 수성못을 호수공원으로 변모, 신천→범어천 물길연결 사업,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있음.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 미확보 예산 13억 5백만원과, 「만촌문화센터 건립」 미확보 예산 

22억 5천만원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시의회 협조를 요청하였고 「고산권 도서관 

건립」의 경우 금년도에 국비 1억 5천만원을 기 확보하고 2014년도 국비 13억 7천 8백만원도 확정되어 

나머지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파동 문화센터 확충」은 미확보 예산이었던 부지매입비 8억원이 대구시 제1회 추경시 반영되어 부지

매입비 19억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나머지인 8억 4백만원의 광특예산도 올해 내 확보될 예정임. 「수성

못을 호수공원으로 변모」의 미확보 예산 8억 8천 7백만원은 市 추경시 반영될 예정이며 「신천→범어천 

물길연결 사업」의 경우 2구간 국·시비 잔액 42억 6천 7백만원의 조기 교부를 市와 환경부에 적극 건의

중임.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기에 따른 순차적 국·

시비 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재원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도 공약

사업을 비롯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www.suseongcouncil.daegu.kr

•의정활동 111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112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제191회 본회의

질문의원 김삼조의원

수성구민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구민운동장을 원래대로 복원하자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음.

구민운동장은 부지 22,260㎡(6,730평)에 운동장 17,960㎡(5,430평), 관람석, 주차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운동장으로 사업비 2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991년 11월 착공하고 1992년 6월 

준공하였음. 그러던중 범국가적인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기 위해 구민운동장 축구장을 

시비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천연잔디로 개체공사를 하고 지금

까지 활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천연잔디는 생물(生物)이므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사용하면 나머지 4일정도는 쉬어줘야 

잔디가 살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마사토구장 등에 비해 낮다는 점과 축구전용구장은 일반 체육행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다수 지자체마다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구장으로 원상복구하자는 제안은 축구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먼지와 소음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도 예상되므로 문제해결의 최적

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함.

일부에서는 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인조잔디로 개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시설비가 

7억원정도 소요되며, 내용연수 6~7년마다 시설비를 또 투자해야 한다는 점과 환경호르몬 등 환경

문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이 또한 최적안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그동안 구민운동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음. 첫째, 대구스타디움 맞은 편 수성의료

지구내에 다목적 운동장을 만드는 방안과 둘째, 금호강 팔현지구 고수부지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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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성의료지구내 다목적 운동장을 만드는 방안은 대구스타디움 맞은 편 대진지 인근에 소형 

축구장 크기(너비 45m, 길이 90m, 구민운동장 축구장의 60% 정도)의 마사토운동장을 만드는 방안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중에 있음.

팔현지구 고수부지내 다목적 광장은 이 지역의 일부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어 각종단체 모임이나 행사 등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 앞으로, 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의회와 별도로 협의하고 필요시 소요

예산 확보한 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을 매각하고 고모동 등 다른 지역으로 신축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구민운동장은 공원지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물이므로 매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

다만,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 구민운동장을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은 재정여건과 행정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해 나가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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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유춘근의원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와 운동기구 증설에 대하여?

●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와 운동기구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범어공원은 1965년 2월 공원으로 결정된 이래 그동안 꾸준히 관리하여 지금은 우리 구의 명품 공원

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곳곳에 쉼터를 만들었

으며 아름다운 꽃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음. 또한, 운동기구를 

곳곳에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범어공원이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주민들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음. 주민 이용이 급증하다 

보니 등산로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고, 운동기구와 시설도 수요만큼 공급에 제한을 받다보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범어공원내 수성국민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음.

이 체육센터는 부지 10,800㎡(3,273평), 연면적 3,389㎡(1,027평),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01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 착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중임. 특히, 이 곳에는 배드민턴 10개 구장 

크기의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공간, 샤워실 등을 갖추게 되어 그동안 

범어공원내 부족했던 전천후 체육시설과 건강증진 공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범어공원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와 함께 적재적소에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유실된 등산로도 즉시 정비하는 등 명품 범어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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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회 본회의

질문의원 남상석의원

동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최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은 1998. 4. 10 제정되어 시행중으로, 공공건물 

등의 경우 경사로, 문턱제거, 화장실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사, 장애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요원이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는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31개 

공공 건축물이 있으며 구유 건물의 대부분이 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며 최근 신축된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지산1동주민센터,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법적 최소기준만 설치되어 있음. 특히, 동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경사로, 화장실 등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이용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출입을 위한 경사로나 화장실을 재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시설 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개선 가능한 안내표지판,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은 향후 점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편의 체감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출입이 많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순 법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아닌 

적정 기준 이상의 설치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린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 추진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시 실효성을 확보해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건물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구는 우선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공 초기단계인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BF 인증을 의무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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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입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착공중인 만촌1동주민센터를 비롯한 5곳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최소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토록 하고 2014년 건축예정인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범어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BF 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향상시켜 나가

겠으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병원, 호텔 등에 대해서 BF 

추진을 적극 권장하여 “장애물 없는 명품 복지도시 수성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성년의원

수성구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하여?

●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연간 대출권수와 자료실 이용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올해 7월 29일 개관한 범어도서관의 경우 11월 30일 현재 대출 130,219권에 52,745명이 자료실을 이용

했고 용학도서관의 경우 395,712권에 100,826명, 5개 소형도서관의 경우 285,510권에 91,109명이 

이용하여 전체 811,441권에 244,680명이 자료실을 이용했음.

자료실 이용자에 비해 대출권수가 높은 이유는 1인당 책을 3권에서 5권까지 빌려갈 수 있기 때문임.

우리 대구지역의 도서관에는 자료실이 협소하거나 쾌적하지 않아 이용객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립 중앙도서관은 건립한지 90년이 지났고 두류도서관, 대봉도서관, 북부도서관 

등 다른 지역 도서관은 30~40년 전에 건립한데 비해 범어도서관과 용학도서관 등 우리 수성구의 

구립대형도서관은 최근에 개관하였으므로 인프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도서관 자료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강연, 전시 등을 확대하여 잠재적 

이용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상호대차서비스와 타관반납서비스, 

자료실 개관연장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료실 이용률을 제고하겠음. 이와 함께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니즈(Needs)와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를 환류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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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립공공도서관 평가결과 및 약점요인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도서

관평가 결과 대구평균은 900점 만점(9개 항목)에 557점이고 용학도서관의 경우 535점으로 22점 낮음.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분야와 서비스, 전자서비스 등 5개 항목은 대구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장서관리와 교류협력 등 4개 항목은 평균보다 낮음. 보완대책으로 장서관리는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해 나갈 계획이며 교류협력 분야는 용학도서관은 2010년 9월 개관이후 

지금까지 안정화 단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내년부터 지역내 학교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세 번째 질문하신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음.

먼저, 고산권도서관 건립상황에 대해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음. 사업개요는 신매동 미래어린이공원 

내 부지 2,080㎡, 연면적 2,991㎡, 지하1·지상4층으로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88억원 정도를 

투입해 건립할 계획임.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9월 27일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이달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150억원으로 고산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지금은 88억원으로 금액을 축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현재의 고산권도서관처럼 달구벌대로

변에 2,080㎡(약63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 약 63억원(3.3㎡당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건축비 80억원, 설계비 등 기타 제비용 7억원 정도로 계상하여 전체 150억원 규모의 계획

했음. 그러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어린이 공원을 대상 부지로 선정하였기에 

부지 매입비는 부지교환 등의 이유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당초 계획 63억원 보다 61억원을 

줄일 수 있어서 사업비가 88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건축규모가 범어도서관의 ½, 용학도서관의 

⅔ 규모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봉사대상 인구수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경우 도서관 건물

면적이 1,650㎡이상 건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고산권도서관의 경우 고산지역 인구가 약 10만명에 

건축 연면적 2,991㎡로 법적 기준에는 적합함. 다만, 고산권도서관이 범어도서관과 용학도서관에 

비해 건축규모가 다소 작은 것은 여러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임. 먼저, 고산지역은 범어도서관과의 

접근성이 양호함.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경우 10분 거리에 있어 우리 구 대표도서관인 범어도서

관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현재 고산권도서관 건축규모는 부지와 인근 

주변 환경 대비 합리적인 규모라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우리 구 도서관 중장기전략인 “4+6α 프로

젝트”에 의거 2015년 고산권도서관이 완공되면 인근 사월역 작은도서관을 흡수 통합하고 2019년 고산

지역 적정 장소에 소규모도서관을 1개 더 확충(2019년)함으로써 상호보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118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다음은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김성년의원께서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9월 3일 

고산지역 주민설명회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 이때 제시된 요구사항은 크게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3~4층 Void(보이드) 공간을 막아 도서관 면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과 둘째, 지하1층이나 지상1층에 카페나 매점 등을 넣어 달라는 건의, 셋째, 유아·어린이·

청소년·장년·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토록 해달라는 점, 넷째, 도서관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가능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음. 먼저, 3~4층 Void 공간을 막아 도서관 면적으로 활용

하자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 이유는 만약 이렇게 할 경우 건축 연면적이 1,285㎡ 더 

늘어나 사업비 30~40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점과, 특히, 고산권도서관은 국제설계공모 당선

작이며 Void 부분은 설계자의 핵심 컨셉으로서 Void 공간을 폐지하면 국제공모의 의미가 없어져 

설계를 다시 해야하고 이 경우 당선자와 국제분쟁 우려 및 재설계에 따른 시간과 비용 추가소요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두 번째, 지하1층이나 지상1층에 카페나 매점을 넣어 달라는 의견 또한 불가능함. 그 이유는 도서관

내에 카페나 매점이 입점할 경우 컵라면 등 악취와 소음피해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고산권도서관의 경우 주변 인근 상인들의 매출감소 피해 등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최근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카페나 매점이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입점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입점할 수 없는 원칙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람. 나머지 2건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후 개관준비시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도서관 관련 공약은 크게 두가지로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확충인데 고산권도서관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임기내 작은도서

관은 3개를 더 확충하는 계획으로 파동어린이도서관과 사월역 작은도서관,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

지는 지역에 추가로 1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음. 추진상황은 파동어린이 도서관은 2010. 7월 완료 

하였고 사월역 작은도서관은 2011. 5월 완료하여 공약진도률은 70%를 나타내고 있음. 내년도에는 

현재 개인건물을 임차해 운영중인 파동어린이도서관(125㎡)을 내년 하반기 파동문화센터 완공시 1층 

(411㎡, 증 3배)으로 확장이전 개소하는데 1억 1천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음. 아울러 접근성이 떨어

지는 곳에 소규모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도서관 4+6 α프로젝트’계획과 현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7년도 황금권에 소규모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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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병욱의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방안은?

●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 연장 23.95km,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2개소로 총 사업비 1조 4,807억원을 들여 2006년 6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임. 우리구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준공을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역주변 편의시설 설치, 환경정비 등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역세권 노후·불량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하고 있음. 금년 

6월부터, 시비 5억원을 교부받아 수성시장과 지산·용지역 주변 불량·노후 간판 246개를 LED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시비 6억원을 투입, 범물역 주변 간판을 정비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이와 함께 시비 7천만원으로 두산오거리 주변 묵너머 마을 노후 지붕 

개선사업과 담장 벽화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 금년 중으로 지산역 남편 지산영남 및 화성아파트의 

노후된 옹벽에 수성못과 은행나무 등 수성구를 대표하는 상징벽화 디자인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이외에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와 도시녹화를 위해 구 의견을 반영하여 시가 투자하는 「하늘(옥상)

정원 만들기」사업을 추진, 금년도에 시비 1억원으로 일반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업무용 건물 

등 14개소에 대한 건물 옥상 녹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임.

전통시장 활성화는 도시철도 3호선역 주변 전통시장인 수성시장과 목련시장 2개소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음. 먼저, 역세권 주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사업,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음. 특히, 금년 5월에는 수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3호선의 역명칭을 수성

시장역으로 제명을 건의하여 반영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상가번영회와 함께 수성시장내 통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인들을 

답변내용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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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영 진흥원 위탁교육」 실시로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대응 능력 배양 등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음.

●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또는 기존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정책을 펼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역세권 골목 상권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의견 반영과 

함께 구 자체 시행이 어려운 정책은 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겠음. 아울러, 황금역과 수성못역 

주변 건널목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로 수성못, 범어천 생태하천과 연계,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관광 벨트화하여 기존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을 수성구 상권 활성화의 중심으로 육성

하겠음.

다음은 이용승객들의 편의도모와 안전대책 임.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도입되는 모노레일 차량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무임차량 운전, 차량 자체 검사기능, 창문 흐림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완비하고 있습니다만, 全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차량소화 설비 및 차량내부 불연자재 설치 등을 

통해 이용승객들의 편의도모와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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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구정질문 및 답변

 2014년도 구정질문 현황

■질문 횟수 : 1회

■질문 의원수 : 1명

■질문 건수 : 1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질문건수

계 194회임시회

계 1 1

행     정 1 1

문 화 체 육

정 보 통 신

민 원 · 세 무

사 회 복 지

보 건 환 경

산 업 경 제

도 시 관 리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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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회 본회의

2014년 구정질문 답변내역

질문의원 김순호의원

무궁화 보급을 통한 나라꽃 위상제고 방안에 대하여?
1. 무궁화 디자인을 특성화하여 벽화 사업에 활용 방안은?
2. 수성못 유원지에 무궁화 시범지역 조성(무궁화 묘목 보급)
- 무궁화 사랑 걷기대회
- 무궁화 동산조성 및 조형물 설치
- 무궁화 박물관 건립

● 먼저, 무궁화 디자인을 특성화하여 벽화사업에 활용하자는 데 대해 말씀 드리면 무궁화 벽화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학교 주변이나 공공시설 옹벽에 벽화 

디자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10월에 범어초등학교 서편 옹벽 및 시민근린공원 북편야시골 

담장에 무궁화를 디자인 한 벽화사업을 시행하였음. 앞으로도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3호선 역사 벽면 등에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협의하여 벽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다음은, 수성유원지 내 무궁화 시범지역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지난해, 생태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성못 남쪽 조경지 2개소에 10년 이상된 큰 무궁화 84그루를 식재

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 하였으며 앞으로 생육 상태를 살펴 추가 조성토록 하겠음. 참고로 우리구 

무궁화 식재 지역을 말씀드리면 패밀리파크 내 무궁화 동산 및 꽃길에 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관계삼거리 범물가스충전소 옆 조경지 무궁화동산에 3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매호동 매호동서

타운 동편 꽃길 150m에 무궁화 1,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등 수성구 관내에 2,230여 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음.

다음은,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 사랑 걷기대회,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무궁화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무궁화 묘목 보급은 대구수목원에서 매년 생산하는 묘목 분양과 산림청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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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보급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무궁화 사랑 걷기 대회는 현재 걷기대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으나 패밀리파크 주변에 추가로 꽃길을 조성하여 추진하겠음. 무궁화동산 조성은 기 

조성되어 있는 패밀리파크에 추가 식재하여 무궁화 동산을 확장하겠으며 조형물 설치는 무궁화 축제 

등 행사시에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지역에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름. 

그리고 무궁화 박물관 건립은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산림청 건의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 김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식재지 관리를 강화

하여 나라꽃 무궁화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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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5분 자유발언

 2012년도 자유발언

■발언 횟수 : 5회

■발언 의원수 : 5명

■발언 건수 : 5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발언건수

계 182회정례회 184회임시회

계 5 3 2

행     정

문 화 체 육

정 보 통 신

민 원 · 세 무

사 회 복 지

보 건 환 경

산 업 경 제 2 2

도 시 관 리 2 2

건     설

건     축

교     통 1 1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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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늘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 도시를 떠났던 농업이 건물 옥상과 아파트 발코니,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해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일찌감치 도시농업 바람이 불어 미국 뉴욕, 독일 뮌헨에서는 빌딩 숲에서 밭을 

일구는 모습을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를 정도로 도시농업 마니아임은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내에서도 2007년에 인천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한 데 이어 2010년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작년에는 서울 도봉구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하고 텃밭을 분양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가 텃밭상자 보급운동을 

벌이고,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19년까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단체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2011년 4월 5일 지역 최초로 ‘도시농업 복덕방’을 개소하여 도시농업을 원하지만 

땅을 갖지 못한 사람과 유휴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달서구도 지난해 4월 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달서구 도심 속 농부학교’를 개강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푸른 

대구 도시 농장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상자텃밭 32개소를 금년에 설치키로 하고 

각 구·군에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같이 세계가 도시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때문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 하며, 도시농업의 순 기능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사막 같은 

도심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에 나비가 날고 텃밭 식물들은 다양한 

발언자 

임대규의원

발언내용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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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를 흡착해 도시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조경 효과뿐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여유도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자녀들에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식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키워주는 등 교육적 효과와 텃밭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개인화

되어 가는 도시생활에 공동체 가치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먹을거리 불안이 가시지 않는 요즘, 안전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16㎡ 정도의 5평 규모 텃밭이면 한겨울을 제외하고 한 가족이 소비할 대부분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

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유엔 미래포럼은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녹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향수가 커져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더불어 우리 구도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하고 정책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자리매김 해 갈 것으로 판단되는 이때, 

무엇보다 구청장께서 도시농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발빠른 추진력을 기대

하면서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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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6월 5일 황금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담회』에 본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 동안 점점 노후, 

쇠락하고 있는 황금시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상인들의 깊어져가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어떻게 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틔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황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인대표들의 애로사항과 각종 

건의사항, 그리고 김숙자 부의장님과 본의원이 그 동안 생각 하였던 제안, 그 무엇보다도 청장님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를 볼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  황금시장은 1981년 개설된 등록시장으로 현재는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옥상누수와 덧문, 차광막 

노후 등 시설이 낡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주변엔 대형마트, SSM, 편의점이 입점하여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이 매번 시장을 찾아갈 때마다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않아 먹고살기가 힘들 지경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넓은 주차장, 편리한 쇼핑환경, 다양하고 저렴한 품목을 

지니고 있는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이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푸근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콘덴츠를 개발하고, 신용카드를 취급하며, 상인들의 친절한 서비스, 신뢰가 가는 좋은 제

품, 쾌적하고 소박한 쇼핑환경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

고, 시장 상인들도 수익이 창출되는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된 마인드에서 새로운 도전적 가치가 창조되고 그 바탕위에 시설 지원과 컨설팅이 접목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진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

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은 우리 시장도 노력만 하면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상인회 구성』을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독려하여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각종 『상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정부지원정책, 상인의식개혁, 친절서비스, 상품진열방법 등을 중심으로 

발언자 

유춘근의원

발언내용

황금2동 시장 활성화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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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강형태의 교육을 교수님이 시장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누수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을 적기에 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고모로 건설로 달구벌대로의 교통체증 

해소 등 많은 편리함이 있는 반면 과속 단속 장비 등 여러 가지 교통 통제

수단이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  고모로는 달구벌대로의 교통지·정체 현상 고조에 따른 교통량 분산 필요와 기존 고모로의 폭원 협소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진입로 및 연결 도로망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  고모로는 수성구 무열로와 범안로, 달구벌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폭이 10~20m, 길이 6.46km로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고모로 

개통으로 대구 동·북부권과 시지, 경산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달구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1년 개최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 각종 행사시 대구 스타디움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조성될 수성의료지구 진입도로 확보 및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언자 

남상석의원

발언내용

고모로에 과속방지 카메라, 차선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통제수단이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요망



www.suseongcouncil.daegu.kr

•의정활동 129

●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효과와 장점이 있는 반면 고모동, 가천동, 팔현동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들에게는 엄청난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좁은 길이지만 농로를 이용하여 경운기나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로 농사짓는 

과수원이나 밭까지 아무 위험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새벽이나 저녁에 농사를 

짓기 위해 다닐 때는 통행하는 많은 차량과 특히 질주하는 불법차량들로 인하여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모로가 개통된 2010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고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58건으로 이중  

19건이 차대 오토바이나 자전거이고 2건이 차대 보행자, 1건이 차대 경운기의 사고였습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차대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마을

주민들은 “고모로는 살인도로다”라고 할 정도로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일부 교통 통제 수단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로에는 여러 가지 교통 통제 수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방향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10개, 신호등이 7개 설치되어 있고, 과속 방지 장비가 1개, 과속 

및 신호 단속 장비가 2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2개 있습니다. 특히 가천마을에서 고모로에 연결하는 

가천삼거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구벌대로 방향에서 신호등 50m 전방에 과속 

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의원이 월요일 새벽 주민들이 경작지로 농사지으러 가는 05시 30분부터 06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산이나 고산에서 달구벌대로를 이용하여 고모로를 통행

하는 차량이 한 시간 동안 382대가 통행을 하면서 삼거리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불법차량이 무려 78대로 20% 이상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과속 단속 장비 앞에서는 제한 속도 60km를 준수하다가 단속 장비를 통과

하고 난 후에는 속도를 높여 신호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불법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양심 수준을 개탄하기 이전에 이러한 불법운전을 방조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더욱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동 마을과 팔현동 마을 진입로 입구에는 과속과 신호 단속 장비를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왜 주민과 차량이동이 많은 가천동 마을입구에는 과속 단속 장비만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고모로의 속도제한이 시속 60km인데 비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의미는 있지만 가천삼거리와 같이 주민들이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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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하는 횡단보도에는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 위반 단속 장비를 동시에 설치해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첫째 가천삼거리 횡단보도에는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장비를 시급히 설치하고 특히 농번기시에는 교통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불법차량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모동 마을 입구 횡단보도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가 설치

되어 있으나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됨으로서 경운기나 차량이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기다릴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정체되면서 성미 급한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무심코 좌회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  셋째 범안로에서 고모로로 연결하는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 시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앞과 식당 앞에는 양계장을 이용하는 트럭이나 식당 이용 차량

들이 한쪽 길을 막아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 고모동 주민이나 가천동 주민들이 마을에 가거나 할 

경우 차량을 피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는 더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설치하거나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

습니다.

●  도로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로가 아니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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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촌2동, 속칭 개미마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거 

환경에는 휴양을 포함한 가사·육아 등 모든 생활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일상생활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것은 건강과 일상생활의 

각종 편의시설, 최소한의 설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거의 공중 위생적 관점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한    

주거환경의 기초로서 좋은 주거와 건강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주변의 지역적, 사회적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77회 임시회에서 만촌2동, 3동으로 분동된 이래 20~30년간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졌든 이지역의 이면도로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촌동 산 358번지 일대인 속칭 개미마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본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촌2동 행정구역인 개미마을의 형성은 아주 오래된 1968년경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만촌동 산 358번지 일대에 집을 짓고 

산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곳 개미마을은 “한국개미회”와 관련이 있다하여 개미마을로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  지금은 열두 주택에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 도심에도 이런 마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은 생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마을은 당시 처음 거주할 때만 해도 

거주하는 주민들도 제대로된 측량없이 수십년을 거주하면서도 하천이나 구거 및 도로부지 등을 무단

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요구에 의해서 이지역이 2009년 1월 12일자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하천 및 구거, 도로등, 일부부지 무단점용이 확인되면서 변상금이 

가구당 평균 30~50만원이 부과된데 대해 주민들은 황당해 하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지금까지 그린밸트지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발언자 

김삼조의원

발언내용

만촌2동 개미마을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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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구시는 달성토성복원의 최대 걸림돌인 동물원 이전의 적정부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검토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시재정상의 이유로 동물원 이전계획을 민간자본 유치에 목을 메어 

발언자 

박민호의원

발언내용

삼덕동 구름골지구 동물원 조성

어려워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정용 생활폐수 등이 논, 밭으로 

흘러들어, 특히 여름철이면 모기를 포함한 각종 해충과 악취가 진동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마

철이나 집중 폭우시 쏟아지는 물로 인해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실정으로 과연 이곳이 주민이 살수 

있는 곳인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느닷없이 변상금 부과에 대구시 및 

수성구청에 수차례 걸쳐 하천 및 구거를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돌아온 답변은 말로만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지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소외감과 형평

성에 대한 차별감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처해있는 이곳 주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을 일소에 해결함은 어렵겠지만, 늦은 지금이라도 적극적

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또다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원론적인 법리해석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  수성구의 각종 축제나 문화 행사가 진정으로 이곳 주민들에게, 소외감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품 수성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지역의 현황과 여건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생활환경 균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등으로, 우리주민

들에게 진정으로 환영받는 명품 수성구 행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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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수년간 민자유치에 실패하자 적정 부지를 다시 찾는다는 미명하에, 달성군의 하빈면에 대구

교도소의 이전 승낙을 조건부로 반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  지난달 17일 ‘달성공원동물원 하빈면 이전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주장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하빈 주민들이 동물원 이전 후보지 5곳을 대구시에 추천하는 등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도 

짐작 할 수 있으며,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느낄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년전인 1993년 12월 29일 수성구의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에 동물원등을 

조성 가능하도록 대구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었고, 2000년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구대공원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을, 단지 재정상의 문제로, 앞서 수립된 

조성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백지화 하겠다는 표현이라 느껴지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구시의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성구의 고산지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대구스타디움, 대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또는 대공원지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그로인해 재산권 행사

마저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구시에서 계획중인 여러형태의 

장밋빛 그림을 쫓아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 왔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계획들을 다시검토 

한다하니,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하여 이미 지정한 부지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구름골지구조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구시는 1993년 대구대공원으로 지정된 삼덕, 내환, 노변, 욱수동 일대 16,728,651㎡의 도시자연

공원 부지를 약 20년간 묶어두었다가, 지난해 10월 20일 도시자연공원정비 계획에 따라 대공원에서 

해제 하고, 삼덕동산 89번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 하면서 이지역은 동물원부지 그대로 지정 

하였습니다. 구름골지구의 동물원은 변경없이 그대로 둔 것은 사실상 동물원의 부지를 재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불과 1년도 되지않는 시점에서 부지의 재검토를 발표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0년 구름골에 조성계획을 세울 때 이미, 주요시설로서, 도로와 

광장. 조경 및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등 다소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대구시행정의 무책임하고 신뢰 

없음을 엿볼수 있으며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이제와서 뚜렷한 설명도 

없이 재정상의 이유로 동물원 이전 부지를 다시 검토 하겠다하니, 이지역의 주민들은 20년동안 행사

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미 지정한 부지에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문제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그 방법이나 절차를 고려하는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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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두번째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름골은 지금 한창 건설중인 도시철도 3호선 종점인 

범물동과 도보로 10분대의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의 대공원역과 연호역 그리고, 경부고속

도로와 신대구ㆍ부산고속도로상의 수성IC 주변에 위치함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 사실로, 접근성이 대구 

시내 또는 외부도시 어느 곳 에서나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  세 번째로,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동물원까지 조성된다면, 복합레저문화단지로 급부상 할 것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육상진흥센터, 대규모쇼핑몰인 칼라스퀘어, 

노변동사직단, 신축예정인 야구장, 수성의료지구 등이 벨트화되어 문화와 레저가 함께하고 체험과 

관광의 명소로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변경하여 타지역으로 이전 하게 된다면, 시민들간 

갈등이 야기되고, 2차적인 민원발생이 있을뿐 아니라, 시행정에 대한 불신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  김범일 대구 시장께서는 지난달 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중 시정 질문의 답변에서 동물원 이전의 검토 

중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십수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시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어 매우 실망스러

웠습니다. 또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리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들의 힘겨루

기를 하라는 부채질로서, 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이라 느껴 집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그간 

대구시를 믿고 있었지, 유치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의지는 더욱 공고히 다져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앞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우리수성구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름골의 이전조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대규모의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 보다는 현장체험 중심의 동물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우선의 정책을 시에 건의 하는 등, 우리구도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의 유치특별 위원회 구성 이라든지, 범 구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 

든지, 거리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주민여론 형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치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수성구답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설득으로 대구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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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5분 자유발언

 2013년도 자유발언

■발언 횟수 : 21회

■발언 의원수 : 21명

■발언 건수 : 21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발언건수

계 187회
임시회

189회
임시회

190회
정례회

191회
임시회

192회
임시회

193회
정례회

계 21 5 3 3 3 2 5

행    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8 2 2 1 1 2

보건환경

산업경제 2 1 1

도시관리 6 2 2 2

건    설

건    축 2 1 1

교    통

기    타 3 1 1 1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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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본회의

●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

니다. 이는 기존에 제정·시행되어 왔던 수성구의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조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합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이전의 창안제도나 제안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로, 담당부서의 의지력 부족을 꼽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홍보부족과 

채택된 안에 대한 보상 수준이 많이 약했다는 점, 시행부서가 이원화 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접수건수가 다소 있기는 했으나 채택된 건수는 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이마저도 담당부서에서는 단순한 민원사항 수준으로 여겨 채택하지 않는 원인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만 해둘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시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촉구하는 바이니, 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성화하고,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함은 물론,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여 좋은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한가지 제안코저 합니다.

“욱수골~봉암골~진밭골에 이르는 꽃터널을 조성하자는 것이 오늘의 제안사항입니다.”

●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진밭골 대덕지 까지는 등산로를 따라 약 10km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며 심신을 수련하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의 운행에 따라 성서 등의 수성구 외곽지역에서도 상당한 등산객이 찾는 

곳이며,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되면 북구, 중구,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식목행사 등을 통하여 꽃나무를 심어 먼훗날 꽃나무 터널을 조성하자는 제안

입니다. 당장 금년 봄 식목행사를 이곳에서 실시하되 묘목만 구입되면 큰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10km 정도의 구간을 3~4등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식목인력은 우리구에 있는 

기관이나, 각종 단체에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을 활용하면 주민참여 의식도 고취시키고 

발언자 

박민호의원

발언내용

욱수골~진밭골간 꽃나무터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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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의 단합도 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식재될 수종으로는 봄철에 꽃을 피워 아름답고, 

여름철의 등산로에 그늘이 되며, 가을철에는 붉은빛의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산벚나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벚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왕성한 성장력을 가지며, 각종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공원수나 가로수종으로 인기있는 우리 고유의 벚나무입니다. 

●  왕벚나무와 다른점은 꽃과 잎이 동시에 핀다는 점이며, 묘목가격이 초기에는 훨씬 저렴하지만 성장기의 

묘목값이 왕벚나무와 비슷하며, 나무의 표면이 윤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왕릉의 경관수로도 인기가 

많으며, 팔만대장경판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 수종이기에 산벚나무 묘목을 추천합니다. 그 외 식재

방법이나 묘목구입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묘목구입 

예산은 숲가꾸기사업, 사방사업, 그린벨트훼손부담금, 산림청 지원 등을 받으면, 우리구에서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3~4년간 연차적 식목행사를 가진다면 약10여년 

후에는 멋진 명품의 수성구 명물로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지난 10여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 드리고 의견을 제시 하고 져 합니다. 수성구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축제 제목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로 만들어 져야 하겠으며 한번 정한 축제 제목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지금까지 8번의 축제를 치루는 동안 2004년∼2006년까지 3회에 걸쳐 들안길 맛 축제, 2008년∼2010

년까지 3회에 걸쳐 폭염축제, 2011년∼작년까지 2회 동안 수성페스티벌 등 2일에서 5일동안 나름데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일회성이 짙은 전통이 없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안길

맛축제 → 폭염축제 → 수성페스티벌과 같이 축제 제목과 내용이 시시 때때로 변하였으며,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제목과 내용이 바뀌는 느낌마저 듭니다. 수성축제는 제1회, 제2회, 제3회 등

발언자 

김진환의원

발언내용

전통과 특색있는 대표축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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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제의 특성을 보면 들안길 맛

축제는 먹을거리를 매체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들안길 업소들이 적극

적인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부족 하였으며 폭염축제는 대구의 무더위를 축제로 승화 시키려고 

물을 소재로 한 물장난 놀이터는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었으나, 물놀이에 직접 참여 하지 않은 중년층 

이상의 방문객들이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었고, 축제를 앞두고 폭염에 걸맞은 무더위를 기다려야 

했으며 날씨와 너무나 많은 연관성이 있었고 수성페스티벌은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와 2012년 

전국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생활예술 공연 축제로서 시민참여 축제였다고 할수 

있으나 1㎞ 김밥 말기 등은 23개동 각 기관 단체들이 골고루 참여 했으나 구민 다수가 직접 참여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 2012년 수성페스티벌 기간 중 방문지역별 전체방문객 수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구시 방문객 

97.3%, 외지 방문객은 2.7%이며 대다수가 대구시민으로 그중 수성구는 64.7%로서, 수성구 방문객은 

수성못과 들안길 주위주민이 대다수이고 거리가 먼 고산권 주민 등이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별 대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23개동 주민이 골고루 참여 하리라 

생각합니다. 

●  수성페스티벌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생활 예술 

축제를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활 예술축제로 승화시켜서 축제장에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현장 참여와 활동 공간도 만들어 졌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급변에 따라, 

언젠가부터 우리 주택가를 뒤덮다시피 한 각종 전기배선과 인터넷, 전화, 

케이블TV 등 엉켜져있는 여러 공중배선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무질서하게 얽혀져 있는 

발언자 

김삼조의원

발언내용

주택가 엉켜진 각종 공중배선 정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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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의 전선줄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도 각종배선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도심속 흉물로 전락한 공중배선을 관내 삼백구십아홉(399)개 구간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민간 설치 업체간,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업체를 만나,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공중배선을 이미 깨끗하게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  우리 수성구도 비록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각종 공중배선 정비계획을 수

립하여 여러 공중배선들 중 극히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하고 불필요한 배선들부터 정리하는 등, 나아

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중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안전한 거리, 쾌적한 거리, 명품 수성구의 도심거

리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우리 수성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각종 공중 배선들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전기선과 

기타, 다른 배선들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누전사고 등을 일으킬 것 같은 불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중배선은 한전의 전기배선이 대부분이지만, 각종 여러 배선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안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 국토

해양부가 공중배선 점용허가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통신, 방송, 전기

요금 등의 인상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주관 해당사업자 자율에 의해 공중배선, 정비

방안 조정으로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3일

자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부 고시 2011-252

호의 전기 사업법 제 72조의2 가공 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이 기준의 목적을 살펴보면, 가공 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 배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 통신선로의 지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 

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해당 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향후 먹거리타운 들안길을 중심으로, 지중화 사업을 검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내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을 위해 각종 배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는 대로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택가 좁은 골목길 또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  우리 명품 수성구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중선 지중화사업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민간 업체와 

함께 각종 무분별한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일정한 기간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정기회의를 개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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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합동 정비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각종 배선들, 사업

자명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배선부터 정리하는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전신주의 각종 위험 상태를 병행 조사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조언과 협조는 물론 정비 후 결과도 주민들에게 알려 수성구 행정과 수성구 의회의 존립 

이유인, 46만 수성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 신뢰받는 명품 수성구 

행정과 수성구의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  우리 명품 수성구 주택가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일부 주민들은 전기 배선을 포함한 엉켜진 각종 

배선들로 인하여 불안에도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겨울처럼 전력소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 각종 

공중배선으로 인한 누전사고도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입니다.

●  불안함과 불편함도 개선되고 주택가의 환경도 개선됨으로써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걸맞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심주택가의 면모를 갖춤으로 46만 우리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본의원은 동대구로 176번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내 워터

파크장 조성 및 부대시설 확충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어린이회관은 대구광역시소속 사업소지만 우리지역에 위치하여 구민

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  어린이회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도심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어린이 과학탐구 학습장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대구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어린이회관이 1983년 개관이래 거의 30년이 지나 대부분의 어린이놀이

발언자 

유춘근의원

발언내용

어린이회관내 워터파크장 조성 및 부대시설 확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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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노후되거나 현대적이지 못하고 현재 이용객의 놀이문화의 형태와 수준도 조성 당시와는 상당히 

변한점을 감안 할 때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특히 어린이회관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져 산책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즐길 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능동어린이 회관의 눈썰매장은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놀이시설이 잘 조성된 대전어린이 회관이 운영하는 야외놀이터는 춤추는 벽, 동물놀이터, 숲속의 나무 

집등 테마 있는 각종 놀이시설물을 만들어 직접 체험하므로서 어린이들에게 사회성, 창조성을 육성

시켜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회관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워터 파크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도심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색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추억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우리지역 조그만 소공원에도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어린이회관에 마음편하게 즐길수 있는 편익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와 동행하는 방문객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하면 가족단위 쉼터로 거듭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즐겨 찾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회관 관리주체가 대구시라도 수성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의원이 제안한 문제점들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이용

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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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

합니다’에서 70대 노인 군봉은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여러 고통을 견뎌왔지만 아내가 치매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고,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연탄불을 피우고 

아내와 동반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영화 속에서만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  지난 1월 16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는 수십 년간 홀로 한센병을 앓아온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선 9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64세 할머니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

습니다. 김 할머니는 홀로 살아왔으며, 최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근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

니다. 고독사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600~700명이 발생했습니다. 고독사가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고독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 외로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독거노인비율은 전체 453만 9000가구의 2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비율도 2000년의 3.7%에서 2012년 6.6%로 거의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전체 

노인중 독거노인은 119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숫자

입니다.

●  노인자살율도 2001년 10만명 당 42명에서 2011년 799.7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자살이나 고독사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살의 70~80%는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 문제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이 대부분입니다.

발언자 

남상석의원

발언내용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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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1년 조사한 노인우울증은 29.2%였으며 이 현상은 저소득층 일수록 심각했

습니다. 노인빈곤율도 76.6%로 전체 가구빈곤율 14.6%보다 5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이웃 일본도 

1980년부터 고독사가 유행어로 등장할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고독사가 사회에 해독을 끼친다는 

의미로 ‘고도쿠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본에 고독사가 많은 것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였습니다.

●  지진으로 홀로된 사람 1만 4000여명을 집단 가설 주택에 입주시킨 후 혼자 살던 노인이 매년 수십명

씩 죽어가자 고독사가 사회문제화로 대두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3만 2000명이 고독사로 

죽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빠르게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독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인구중 20%인 1000만명이 노인인구가 됩니다.

●  현재 우리 수성구는 2012년 12월말 기준 총인구 459,779명 중 노인인구가 48,595명으로 10.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금년 1월을 기준으로 19,644가구에 달해 전체의 12.1%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작년 12월 기준 10,39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성구의 

자살률은 2011년 10만명당 23.8명으로 2005년 18.4명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돌봄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늉에 불과할 정도

입니다. 노인돌봄이 명목으로 5만 40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안부를 확인

하는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도 노인 17만명에 불과해 전체 독거노인(119만명)중 102만명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명중 1명만을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래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1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에서부터 응급사항 발생 시 친인척 등 연락처를 기재하는 안심등록카드 

제작 등 안정장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몸 노인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보금자리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2백 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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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회 본회의

●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약 1,276억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로 많은 

편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 1,276억 톤 중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 43%인 545억톤이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31%인 450억톤인 반면 댐이나 지하수 등으로 이용

되는 양은 331억톤으로 26%에 불과하여 74%의 빗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수원인 빗물 활용을 위한 대책수립과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도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춰 빗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린 빗물을 한꺼번에 내버리지 않고 땅속이나 

웅덩이, 빗물저장탱크에 모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린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면 멀리서 돈을 내고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만큼 당연히 비용과 에너지는 절약될 것입니다. 가뭄도, 홍수도 빗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빗물관리만 잘 한다면 매년 막대한 재해복구비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현재 빗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생태계를 비롯해 도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등이 침하되고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의 

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함께 흘러들어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됨은 물론 

녹지공간의 축소와 도심 건조화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이나 열대야현상이 잦아지고 있음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국민들의 빗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그에 따른 제도권의 참여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간에는 빗물에 산성비와 대기

오염물질, 황사, 꽃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선입견과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붙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그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빗물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처리로 중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빗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은 

발언자 

임대규의원

발언내용

빗물 활용 대책수립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적극 추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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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는 

빗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조례도 제정한 상태

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나 도시재개발 계획에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도시 등에서도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물 공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빗물을 활용하는 타 지자

체의 사례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는 사람·자연·도시를 위한 모든(all) 빗물을 다양한(all) 시설을 

이용해 모든(all) 분야에 모두가(all) 참여하는 ‘for all four all’ 정책을 추진하여 광장 잔디밭과 

분수대에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0.2톤에서 2톤 

이내 소형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시는 금년부터는 설치

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저장시설에 모아뒀다가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지-레인 하우징 

(G-rain housing)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11년 9월 

21일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금년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빗물자원을 조경수, 텃밭용수, 도로냉각수, 소방용수 등, 빗물의 다목적 

활용을 생활화 하는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여 2007년도에 입주한 죽곡지구 6개 아파트 단지 4,100여 가구와 

일부 연립주택, 그리고 3개 학교(초·중·고)에 연간 2만5,250㎥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모르는바 아니기에 우선 구민운동장과 

어린이공원 등 조경시설이 조성된 곳 일부와 희망하는 공동주택 중 몇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하여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조경용수는 물론 공중화장실, 분수대, 소방용수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원과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반 

침하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있기에 자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건설과 지하수 

개발 보다는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한다면 물의 자연 순환을 

되찾고 다음 세대에게 빗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끝으로 빗물 이용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른 도시의 수자원 문제와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 구도 빗물 관련 계획수립과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거듭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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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의원은 동대구로 176 범어공원에 인접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의 

뒤편 외곽 울타리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범어공원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시민휴식공간이며, 범어공원에 인접한 대구 어린이회관 역시 평소 

가족과 함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의 시민휴식·놀이공간입니다.

●  범어공원 등산로변을 따라 철책형태로 설치된 어린이회관의 반투시식 울타리는 1983년 회관건립 당시 

설치로 인하여 노후화되었고 철책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외곽을 따라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회관 정문과 후문 전면 등 전체 울타리의 1/4이 이미 철거되어 개방이 되었으며 회관울타리 

안쪽에는 경계지역을 따라 사설등산로가 이미 나있으며, 울타리 외곽쪽에는 잘 정비된 등산로가 

울타리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회관 울타리는 사실상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미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  또한 범어공원 정상부근에는 등산객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울타리로 인한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어린이회관측이나 대구시에서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유지 

비의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노후되고 무용지물이 된 울타리의 철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타리를 철거한 후 빈 공간을 이용하여 등산로, 체육시설,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

물을 더 넓게 설치 조성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즐겨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린이회관의 관리주체가 비록 대구시이지만 대구시에서도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대구시에 적극적

으로 건의하여 울타리 철거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되고 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자 

이병욱의원

발언내용

어린이회관 울타리 정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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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이진훈 구청장님께서도 전통시장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하루속히 우리구의 전통시장도 정부

지원 시범시책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침체속에 빠져들고 있는 전통시장을 상인 스스로

에게만 맡겨두면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럴 때 우리구청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3년도 올 한해 대구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8개구군 135개 시장에 123억원을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많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산

목련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6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지금까지 목련시장에 2006년 1차 

아케이트 사업으로 5억 8천 4백만원, 2008년 2차 상가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4억 3500만원으로 대구시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이렇게 수성구 전통시장 전체 15개 시장 중 시설 현대화 

사업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 한 것 같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태백시장, 수성시장, 동성

시장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시장을 통상 수성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포수는 태백. 동성. 수성

시장을 합하면 현재 62개 점포로 운영되며 그중 태백시장은 상인회 조차 구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독려하여 상인회부터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개의 시장이 상인회가 구성되고 전체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발언자 

김진환의원

발언내용

전통시장(수성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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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재래시장의 불황요인을 파악해 보니 우선 내부적으로 시설의 노후화, 주먹구구식의 운영, 

자구적 노력의 부족으로 상인 상호간 단결력 부족을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 출현, 24시간 물품을 파는 편의점 증가, 소비자 패턴 변화로 젊은 계층의 이용감소 등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개선과 위생문제 해결, 시설의 현대화 및 주차장 확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을 통하여 수성시장의 문제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주민 의견으로는 수성시장 맞은편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고층에서 시장 옥상을 보고난 후 너무나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입주시에는 시장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다른 시장이나 대형마트쪽

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점포도 있어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겠습니다.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지침 제3조 

지원요건에 있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으로 국가가60%, 지자체가 30% 및 민간부담금은 

1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민간부담금은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장내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60%, 지자체40%를 부담한다고 라고 되어

있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이 충족 되었을시 상인 개개인의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수성시장 상인 모두의 숙원사업인 시설현대화를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아니라 또한 수성시장 주변 여건을 보면 수성2.3가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아파트를 비롯하여, 화성파크드림1.2차, 롯데캐슬, 쌍용예가, STX칸 등 총 2,355가구와 반경 

1KM 내외에 범어1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에 아파트 1만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수성시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주민수요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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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심속의 작은 

쉼터 두봉골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향후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도심 속의 작은 산골인 

두봉마을은 수성대학교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구벌대로에서 800m 

가량 남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280여 가구 주민들이 자연을 벗삼아 

오손도손 살아가는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으로 여기던 마을이었습니다. 

●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 조용한 마을의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 3곳, 연립주택 2곳, 유치원 1곳에 대해 건축허가가 한꺼번에 나면서 부터

입니다. 본 의원도 대학에서 행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허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한 최소한의 교통체증, 소음대책과 분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봉 마을의 진입로는 오성중·고등

학교를 지나는 폭 5m 길이 200m 뿐입니다. 도로 한쪽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지금도 차량 2대가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2. 7. 9. 제182회 임시회 시 존경하는 김순호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 다세대주택 건립 시, 소음, 분진 등 각종 문제점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융통성은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장의 위치,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소음, 분진, 

교통 등의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다음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가능한 하루빨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자 

김창문의원

발언내용

두봉골 동시다발 건축물 신축에 따른 문제방안에 대하여



150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나트륨섭취 줄이기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량을 조절하는등 중요한 영양소로 

심장기능과 신경체계등 신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과다섭취시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관상동맥 56%, 심혈관질환 36%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  요즈음은 염분이 들어있는 음식섭취가 늘면서 나트륨 천국이라고도 하며, 특히 한국인은 간장, 젓갈, 

김치 등 발효 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는데다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먹기가 힘들다는 전통 식습관, 

최근에는 피자, 햄버거, 쿠키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까지 늘면서 우리몸은 소금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  2011 국민건강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4,791㎎로 이는 세계보건

기구(WHO) 최대 섭취권고량 2,000㎎의 2.4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 

4,791㎎ 에서 3,000㎎으로만 줄여도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무려 13조원 

이나 된다고 합니다. 

●  또한 지난 2009년 대한 신장학회는 대학병원 20여개 신장내과 교수진과 함께 만성신장병 환자발생에 

지역 간 차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한 결과 대구 등 영남지역이 만성신장병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이유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외식이 많은 

30대에서 50대 남성의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만큼 짜게 먹는 핀란드는 30년 전에 전 국민 소금섭취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남성 심장병 

사망자를 인구 10만 명당 358명에서 80명으로 감소되었고, 여성 평균 혈압은 고혈압 153/90㎜Hg에서 

2012년에는 127/79㎜Hg 정상혈압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범국민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산업의 발달 

및 국ㆍ찌개 등 짠 음식을 즐겨먹는 전통적인 식습관 등으로 개인의 나트륨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부와 학교, 지자체, 언론, 기관단체 급식관계자 등의 노력으로 나트륨에 대한 

발언자 

김진환의원

발언내용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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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높아졌지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행동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  민간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포스코 본사는 직원 식당에 2010년 5월부터 저염 식단을 

도입해 3년세 고혈압 직원이 70% 줄었으며, 삼성 서울병원은 2011년 11월부터 직원식당의 국그릇 

크기를 줄여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 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2013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나트륨1일 섭취량 20% 줄이기 목표로 전국에서 유명한 들안길 

먹거리 타운의 음식점 101개소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종사자 교육, 맞춤형 

기술지원 등 외식업체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겁게 먹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전 유선전화에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구내식당을 나트륨 줄이기 시범 식당으로 

지정하여 매주 월요일을 국 대신 숭늉으로 대체하여 저염식 체험의 날로 정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

원을 대상으로 저염식 조기교육 등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식약처 및 지자체 언론기관 등의 노력으로 나트륨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전통음식에 길들어진 

우리입맛과 외식문화가 발달된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사회 환경이 변화하여 외식문화와 단체급식이 많은 이때 사업대상을 관공서를 우선으로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는 물론 특히 들안길을 중점으로 시작하여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해 주시고, 외식하러 

가서 싱겁게 해 달라고 하면 특별히 주문하는 것처럼 눈치 보이지 않을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업주

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셔서 건강한 외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나트륨 줄이기에 앞장 서는 건강음식점을 중심으로 종사자 조리교육, 건강음식점 인증표지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

하는 입맛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업계는 매출감소 우려와 대체 메뉴 부재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특성과 특색을 찾아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저염식의 교육과 원장과 조리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어린이집 중식 메뉴 염도측정과 미각 테스트를 통해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기에 혼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넷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식업중앙회, 들안길번영회, 대한영양사 협회, 언론, 지역

사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교육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하여 싱겁게 먹기 운동 

전개와 함께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하루빨리 주민인식 전환이 정착될 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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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만 구민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자, 학교 급식관계자, 영업주, 소비자 등 전주민이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하여 싱겁게 먹고 싱싱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연이어 각종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와, 차량 안전사고, 보조금 부정수급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어린이집과 관련한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어, 어린이집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방지를 위해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미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미래의 동냥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동학대 교사나 원장에 

대해 10년간 시설 설립이나 관련 근무를 제한하고 원장과 학부모의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발 및 보조금과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법규를 반복 위반하면 어린이집을 패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운영 어린이집 고발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확대하고 보육 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도 개선과 동시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수성구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느냐 입니다. 

●  우리 명품 수성구 행정도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불미스런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발언자 

김삼조의원

발언내용

어린이집 행정감독 철저와 구립어린이집 증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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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도 감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도 동시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분명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양육비지원과 같이 이제는 국가가 아동 보육에 

어느 정도 책임지는 추세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립 어린이집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시설의 5% 이며, 시설 이용아동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53.4%, 스웨덴의 75%, 오스트레일리아의 34%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8개 구군을 비교해볼 때 서구5곳, 달서구와 달성군 6곳, 북구 4곳인데 비해, 우리 

수성구는 중구 2곳의 다음인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8개 구군 인구 대비 비율을 따진다면, 수성구 

해당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열악한 실정입니다.

●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이미 구립 보육시설이 마흔세 곳이 넘었으며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전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벤치마킹 되어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 저 출산 대책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수성구 명품 교육의 도시를 서울 강남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명품교육의 도시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걸 맞는 우리 수성구의 보육 정책을 주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잠시 인용한

다면 행정의 관리 감독과 처벌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비중이 적어도 30%는 

되어야 민간 시설들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발휘하여 보육의 질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민간 시설의 불편한 심기를 생각할 때 단기간에 어린이

집을 늘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  하지만, 먼 미래사회의 동냥을 길러 내야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우리 명품

수성구 교육의 도시 이름에 걸 맞는 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 수성구민의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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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본회의

●  본 의원은 오늘 장례문화가 매립에서 화장으로 급속한 변화로 인해 봉안당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시립봉안당으로는 수요를 충당

할 수 없어 봉안대란이 코앞에 다가와 있기에 우리 구도 구립봉안장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대구시의 경우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시립공설봉안당인 ‘제1, 2 추모의 집’에 2만 8천 854구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봉안당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봉안당 증축과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

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육지책으로 2012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봉안을 

허용하고 일반 시민들의 유골 봉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6년경 수용공간이 바닥나 ‘봉안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공설 봉안당을 선호하는 것은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대구시민이면 10년 동안 9만 5천원을 내면 유골을 

봉안할 수 있으나, 사설 납골당의 경우 적게는 60만에서 8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일부 

고급 사설 납골당의 경우 400만원 이상 들어야 안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설봉안시설 증축이나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대구시도 곧 한계점에 도달하여 각 자치구.군에 봉안당 확보를 위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구시만의 일 인양 손 놓고 있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우리 구청도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역의 20여개 사설 봉안시설 일부를 타 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분양 매입하는 구립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를 주문 하고자 합니다.

●  봉안대란에 한 발 앞선 대비로 명품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자 

임대규의원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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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천과 금호강 자전거길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산업

화로 화석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탄소배출량과 대기환경오염 증가로 지구의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대구광역시 각 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를 확충

하고 관련시설을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용환경이 좋아지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건강을 

챙기는 동호인등 자전거 이용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대구시민이 많이 찾는 신천에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 조성되어 누구나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 대구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을 산책하다 보면 쭉 뻗은 자전거길 

뿐만아니라 각종 운동기구, 자전거 안전교육장, 자전거보관대,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신천둔치는 동, 수성구의 우안과 남·중·북구의 좌안으로 

구분되며 용두교에서 침산교까지 거의 28km로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천좌안의 남, 중, 북구에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타 각1개소 총3개소와 태양광 

공기 주입기도 남구 3, 중구 1, 북구 3개소가 설치되어 자전거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지역인 신천우안에는 자전거안전 교육장에 설치된 공기주입기외에는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구청광장, 지하철역등에서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천둔치의 자전거길 조성등 관리주체는 대구시라도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는 각 구청에서 설치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구가 접해있는 용두교와 동신교 사이 우안둔치 내에도 태양광 공기주입

기를 설치하면 자전거 애호가들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자 

김숙자의원

발언내용

신천둔치 등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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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능하다면 수성구지역 팔현세월교에서 안심교까지 금호강변 자전거길 구간에도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면 우리구를 찾는 자전거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전거는 

과거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위한 교통대체수단으로 또한 풍요로운 여가를 

책임질 도시관광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 금호강 등 우리지역에 잘 조성된 

자전거길 관련 부대시설을 잘 관리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

들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  시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웰빙 건강 붐을 타고 최근 지자체별 시책사업으로 자연 

유휴 공간을 이용한 산책로 조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범어4동 덕일어린이집 옆산 들머리에서 범양

체육공원, 두리봉 터널, 두리봉, 조일골, 운곡사, 삼덕동 체육시설로 이어지는 웰빙 산마루산책로 조성 

또는 정비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산의 높이가 낮고 산세가 순해 능선을 따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코스의 길이를 조정해 가며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사계절 내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수성구민은 물론 이웃 동구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고 있는 도심속 숲속 웰빙 산책로입니다.

●  산책로변에는 오래전 설치된 낡은 체육시설, 통나무로 정비된 경사로, 쉼터, 이정표 등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지만 빗물로 훼손된 길, 나무에 묶어맨 이정표 등 시설들은 정비가 필요하며 해발 217m 

두리봉 정상에는 두리봉의 표지석이 없어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 구간은 평소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길을 밝혀주는 조명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자 

이병욱의원

발언내용

범양체육공원~두리봉~삼덕동 체육시설간 웰빙 산마루산책로 
조성 또는 정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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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두리봉으로 오르는 산책로에는 매일 수백명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

이지만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놓은 낡은 운동기구로 운동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구에서 이곳 만큼 초라한 쉼터는 없을 것이라고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구청에서는 이 구간은 짧기 때문에 만보산책로 조성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두리봉, 조일골을 

지나 운곡지, 상연지 방면과 조일골에서 운곡지, 삼덕 요금소 방면의 산책로를 각각 조성하면 만보는 

더 될것으로 봅니다. 구에서 주장하는 만보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웰빙 

산마루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예산사정상 제2의 만보산책로 조성이 어렵다면 특히 주민들 이용이 많은 범양체육공원에서 두리봉 

구간의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물의 설치·정비 등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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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본회의

● 올해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한지 63년이 되었으며 UN군과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는 60여 년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고 전쟁 참화를 겪지 않는 

세대의 경계심은 무너지고 있으며 최근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결과 19세 

이상 성인남자 중 35.8%, 중·고교생 중 52.7%가 6.25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 조사에서는 20대이하 응답자의 23.2%가 6.25전쟁 자체를 모른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과 북은 대치 상태인데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란 북한의 

선전용 술수에 일부 청소년들이 혼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침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달라 지지 

않는 진실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으나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호국참전 유공자 비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당시, 젊음을 국가에 바친 6.25참전 용사들은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말할 힘도 용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용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선진국의 예를보면 참전유공자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바친 참전용사분들의 대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참전용사분들은 현재 거의 돌아가시고 생존 하신분은 얼마 안계신다고 

보면 될 수 있으며 이런 고귀한 분들은 대접다운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제 이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용사는 80세 이상 고령이며, 월남    

참전유공자 등 96%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기에 6.25 사변 63주년 / 정전협정 60주년 /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유공자기념비를 건립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자 

김진환의원

발언내용

호국참전 유공자비 건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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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기간 안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립취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모든 분들은 몸바쳐 순국한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호국정신을 

후세대에게는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워 올바른 국가관과 굳건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할 때 무공수훈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6.25 

참전소년 지원병, 특수 임무자 등을 통합한 호국참전 유공자 비를 건립하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에는 우니 나야대령 기념

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인도대표로 파견돼 1950년 

8월 12일 왜관 지구 전선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순직하여 전쟁 중이라 본국인 인도 송환이 어려워 

8월 13일 경건하게 범어동 주일골에서 화장을 하여 1950년 12월 7일 그를 기리기 위해 당시 경상

북도지사가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 후 1996년에 이르러 기념비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여 

현충일마다 참배하고 있으며 국가현충 시설로 지정되었고 2012년 8월 24일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

데도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수성구의회 의장,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야대령 부인인 고. 비말라여사 유해를 나야대령과 합장함으로써 구청장의 투철한 국가관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야대령 가족과도 인연이 되어 인도 푸네시와 수성구가 자매결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수성구를 방문할때마다 나야 대령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한국과 

인도가 우정을 나누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성구도 이 기회에 수성구 국가

유공자 모든 분들의 염원인 호국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나야대령 기념비 주위에 함께 건립하여 

그곳을 성역화 하여 현충일에 모든유공자와 일반주민과 같이 참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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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면 날마다 치우고 치워도 쌓이고 또 쌓이는 쓰레기!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면 연이어 인력이 투입되어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정리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성구청에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행정수요조사”에서 91.6%가 수성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며, 그 

이유가 자녀교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생활환경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

합니다. 반면에 수성구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교통분야 다음으로 주거·환경분야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골목길 빈터나 전신주 

주변에 거리낌 없이 종량제 봉투와 미분류 재활용품을 내어 놓는 등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수성구의 이미지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최근 골목길에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불법투기로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리한 후 홍보와 현수막 게첨 등으로 

거리가 변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수성구의 쾌적하고 청결한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좀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의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여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분류해 내어놓으면 수수료 없이 따로 수거하는 제도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 초기 10년간 쓰레기 감소로 인하여 수집운반과 매립비용이 약 7조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시민들은 “나 하나쯤이야 안 지키면 어때”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요일 및 

시간 미 준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과에서는 32개소에 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거점배출지역을 하나씩 

발언자 

유춘근의원

발언내용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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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골목길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청소가 불결한 지역을 정비한 후 붙여놓은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비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내어 놓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골목길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고질적인 장소에 현수막을 대폭 늘려 달아서 상습 

쓰레기 불법배출지역 정리에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년도 6월 환경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0g으로 3차 조사결과 869g 보다 8.2% 증가했으며 이중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309g으로 

47.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은 3차 조사에 비해 1인 1일 320g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우리 구

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에 43,472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재활용품은 

2011년 47,389톤에서 2012년도는 34,675톤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생활폐기물 발

생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배출대상 품목인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이 늘어난 결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해 프랑스는 ‘93년, 영국은 ‘96년, 일본은 2000년도에 “미처리폐기물 매립 제로화(Zero)”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202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부담금 등 제도적 방안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  이처럼 소중한 자원인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쓰레기를 폐기물로만 알고  

아무데나 아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란 말을 들어 본적 

있습니까!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매립하는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그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발생증가 둔화를 견인해 온 쓰레기종량제의 동력약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구조를 재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량·

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의 4R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면 쓰레기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 청결과 쓰레기 종량제는 행정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적 감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 점포주, 시민단체 등이 자율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주민자율에 따라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요일 및 시간”홍보를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모든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우러지면 “상시청결 청소시스템”으로 구축 되어 

수성구의 선진 청소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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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회 본회의

●  본 의원의 지역구 및 수성구 관내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재개발)추진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 

시에서 고시한 수성구 관내 2020년까지의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은 총34개소로서 단독주택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전체 대상의 30%

정도인 12개소나 됩니다. 구역별로는 파동5개소, 수성동 2개소, 중동 2개소, 

기타 범어동, 만촌동 등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지 재건축(재개발)활성화 방안 강구에 앞서 단독주택지 개발 또는 개량현황을 살펴보면 

고층아파트 개발이 불가한 1종주거지역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면서 

담장 허물기 사업,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조성, 공용주차장 및 시시티비 설치를 통한 방범강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피타운 개발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공동주택재건축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 추진이 중단되어 

빈집들이 많이 생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문제 또한 심각한 편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재건축 지역 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건축인허가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비구역까지는 지정 받았으나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토지보상가에 따른 주민부담금 증가, 경기불황에 따른 분양가 적정성 등을 고려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사업 추진 중 중단된 파동 용두지구, 파동강촌2지구 

등 사업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구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부서 담당자

발언자 

김진환의원

발언내용

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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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조속히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에 본의원은 조금

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분양가 또한 낮추어 질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업부지내 국공

유지에 대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건축

중인 수성1가 주택재건축 및 사업추진 중 중단된 파동 재건축 등에 대해 주택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무상양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착공,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통해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효율적인 지역  

개발 목적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정체된 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수성1지구는 도시 저소득층 

집단거주 및 공공시설 정비 상태 불량 지역으로 1991. 5. 13일자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의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 되었고, 너무나 역 차별을 

받고 있어서 하루속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수성1가 1지구인 수성1가동 545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수는 1,254명, 면적은 78,150㎡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동의한 수는 857명으로 

68.34%가 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동의율은 충족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공고가 2013. 11. 25~2014. 1. 7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절차가 끝나면 수성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까지 해제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하루속히 주민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되어 202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수고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주호영의원님과 

오랜 기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문대 추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 이 자리를 통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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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명품 수성구의 소중한 가치와 고품격에 걸맞는 문학의 거리를 조성

하여 시화를 배경으로 한 시 낭송이 어우러진 시화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각종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속의

메마른 일상 속에 시문학의 공간은 우리 시민 사회의 고 품격 정서 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 지난달 27일 당초 100여억 원 보다 축소된 65억 여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성못 생태 복원 사업 준공 기념식을 성황리에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들안길 먹거리 타운과의 중간 

위치에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및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시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스 개발을 함께 하여 수성못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들안길 먹거리 타운으로 시화

거리를 거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  시 문학을 통한 감성의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전국 특유의 시화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 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시적 소재거리로서 충분한 비 내리는 고모령과 모명재 등 다양한 문화

유산들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상화 이호우 시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적 시인들을 배출한 대구·

경북 지역으로서 문학 기행의 코스로서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명 시인들을 비롯한 문하생들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  시문학 특화거리야 말로 우리구의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도시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여 한층 더 

업그래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 보여 집니다. 수성구민 열에 아홉이 우리 구에 계속 정주하고 싶다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명품 수성구의 시 문학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 컨텐츠야 말로 미래를 위한 

창조기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존경하는 이진훈 청장님의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합니다. 

발언자 

김삼조의원

발언내용

시문학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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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

동호회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은 신체적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생활 습관병에 걸려 2차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심폐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오래 주행하면 엔진의 찌꺼기가 말끔히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안의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고 지방이 줄게 되므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시설의 

부족, 장애인 스스로 동기유발 저하, 전문지도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가 된 경우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체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병상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최소 5~6개월, 최장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전문지도자 양성해 

장애인들이 몸에 맞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큰 복지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돌봐야 했던 

가족 등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생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비

장애인보다 서너 배의 비용이 들어도 장애인 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

에서는 작년 12월에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성패밀리파크에 론볼 연습장을 조성하여 평소 

구장이 없어 힘들어 하던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에는“장애인 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장애인들에게도 각종 체육활동을 맘껏 할 수 있도록 

발언자 

양균열의원

발언내용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유해조수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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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배려와 함께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  다음은,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인식의 확대로 유해

조수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가격하락,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1년 내내 고생하여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하지만 도심근교의 농촌지역에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

니다. 때문에 야산과 인접해 있는 밭의 경작을 포기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문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작물을 

애써 심고 가꿔봐야 돌아오는 것은 피해라는 사실이 더는 이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각 지자체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해조수 수렵 

기간을 정하여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행

성인 멧돼지가 도심으로 자주 출몰해 농가는 물론 도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 유해조수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백 5십만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장비 구입비 8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신매광장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고산지역에서 유동인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근 거주 주민의 주통행로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인근 100여개에 달하는 상가를 

찾는 사람들로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매광장이 지난 

발언자 

김성년의원

발언내용

고산1동 소재 신매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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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비, 시비를 포함해 13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재조성공사를 통해 친수공간으로 실개천, 

바닥분수, 야간경관조명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전면 재단장 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1996년도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곳이어서 광장 내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친환경적 주민생활 공간, 문화 및 여가활동공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주변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근래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의 가치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기대심리의 확산은 이제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 생활로 번지고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이를 통한 사회적 나눔의 가치 실현으로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매광장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매광장의 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보면,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과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 보다는 행정의 관리적 입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매

광장의 이용에 대해 우리 구의 단순 관리적 입장 보다는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달구벌 대로에 인접해 있는 제1광장의 경우 실개천과 조명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가족과 함께 여름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위치한 

제2광장은 야외무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영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과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신매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사 허가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소음민원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변 상가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마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관리부서의 제한행위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습니다. 집회라고 해서 시위의 한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제한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장소로서 

‘공용물’과 ‘공공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물’은 공공기관 등의 소유로서 건물, 집기, 비품 등을 

의미하며 ‘공공용물’은 도로, 공원, 광장 등으로서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를 의미합니다. ‘공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용물’은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이기에 그 사용의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행위를 포함해 모든 행사를 허가해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인근 아파트단지, 그리고 주변 상가 중 

5분 자유발언



168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학원, 독서실 등의 소음민원이 많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지 않은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사의 취지에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일 것입니다. 광장은 주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소음민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그럴 소지가 많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있겠지만 이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요? 좀 귀찮고 

일 많고 신경 써야할 게 많지만 광장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여가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시비거리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만 잘 할 것인가. 얼마 전 대구지역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체된 도시 대구가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음의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면서 신매광장을 동성로, 계명대캠퍼스, 경북대 북문 앞, 반월당과 더불어 침체된 도시 대구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젊음의 분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매광장을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젊음의 거리 조성의 인프라를 구축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젊음의 분출구를 통해 젊은 패기를 극대화할 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구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열린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

한 젊음의 분출구를 대구의 도시 역동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모여드는 공간은 조성돼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건전한 광장문화가 필요합니다. 젊음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창조성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젊음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드는 문화예술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제한하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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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수성구에 

위치한 지산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다른 4개의 복지관이용 실태는 물론 취약

계층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복지관의 역할이나 

기능은 물론이고 이용주민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에 맞춘 말들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있어서 몸이 아프고 생계가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복지관을 손쉽게 찾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등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들에게 복지토탈케어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나가는 민간 지역복지관으로 

그 영역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의 역할은 지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주민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많은 복지관이 우리 수성구에는 지산, 범물, 황금, 고산, 범어동 5개동에만 

소재하고 있어 수성구 전체로 볼 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 한다면 우리 수성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지역은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고 집값이 싼 이유로 

신 빈곤층과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아직까지 복지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 27,481명 기준으로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 파동의 저소득

계층은 5,885명으로 이용률의 21%에 해당 됩니다.

●  실례로 지산1동에 소재한 지산복지관의 이용률이 13% 정도이고 범물1동에 소재한 범물복지관의 

저소득계층 14%에 비해도 21% 정도면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 복지관이 없는 

수성구 서쪽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복지관건립이 꼭 필요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관 건립에는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필요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

워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성구 서쪽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조규화의원

발언내용

수성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별 편중에 따른 소외지역  
신규 복지관 건립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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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5분 자유발언

 2012년도 자유발언

■발언 횟수 : 7회

■발언 의원수 : 7명

■발언 건수 : 7건 

 분야별 질문내역

구  분
회기별 발언건수

계 194회임시회 195회임시회

계 7 6 1

행     정

문 화 체 육

정 보 통 신

민 원 · 세 무

사 회 복 지 4 4

보 건 환 경

산 업 경 제 1 1

도 시 관 리 2 2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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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수성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63개소로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등 어린이 놀이 

시설,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우리구 행정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며, 동반한 어른들 또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성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  거주지 인근에 편안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공원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신규 조성, 재조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근 주민들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렇듯 집근처에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공원이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지만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일부 공원이용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수성구의 전체 이미지에 나쁘게 할까 염려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공원녹지과와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에는 온갖 낙서를 하여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낙서내용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선정적인 문구로 인하여 

어린이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칫 방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으로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의자, 파고라, 어린이놀이시설 등 낙서로 인하여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공원이 될까 염려되어 해결방안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친근하게 찾을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의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주로 탈선 학생의 소행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하여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질서 교육에 

발언자 

유춘근의원

발언내용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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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과도 협력하여 어린이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불량 

학생을 철저히 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구의 협력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의 깊은 관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학생, 각 가정의 자녀 교육 등으로 점차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 

이기에 명품수성구인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택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헤아려 쾌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주민이 즐겨 사용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공원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구에 사는 주민이면 항상 이용가능해서 체력단련과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산책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될 수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웃과 소통

하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같뚤어진 텃밭 열풍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의 국·공유지로 

지정된 임야와 도로변과 계곡주변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까지 쳐놓고 버젓이 불법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

라는데 있습니다. 

●  경작이 금지된 곳의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이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자 

임대규의원

발언내용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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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시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은 도시농부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

적인 불법경작 행위가 극에 달하여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명품 

수성구의 품격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

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실제로 지산2동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여름 폭우 때 반호프빌라 앞 계곡 주변의 불법경작 등이 원인이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경작지에 쳐 놓은 울타리용 나뭇가지가 휩쓸려 떠내려 와 산연접지 배수관을 막아 그 흙탕

물이 마을로 역류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 다른 텃밭의 문제는 곳곳에 플라스틱 대형 물통과 양동이 폐비닐 등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빈 패트병과 깡통 등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게시와 경작지에 나무를 

심어 경작행위를 막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지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경작행위는 해를 더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불법 

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도와    

관련교육을 병행하여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불법점유에 의한 농작물이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등 여러 여건 상 

단속과 근절의 쉽지 않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 ‘기찻길 옆 도시숲길 조성’ 사례와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통한 무단경작지 

실태 파악 및 포항시의 ‘복강천 상류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광주시의 

특별단속 실시 등을 일부 참고하여 불법경작 대처 단속반 편성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  텃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을 비웃는 도시농부로 가장한 도시의 파괴자인 자격미달 

도시농부들이 하루 빨리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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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높아

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 

원이 늘어난 5조 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보육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향후 매년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1만 제곱미터이상 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의 20%내 어린이집 및 

문화,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내 300

세대이상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세부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토록 하는 법령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대구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총 584개소 중 39개소로 2.5%에 불과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우리 수성구는 총 218개소 중 3개소에 불과해 

1.3%에 해당하여 북구와 함께 대구시 8개 구·군중 가장 낮은 현실입니다. 이는 영유아와 학부모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  현재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우리 세대들의 꿈나무이자 

미래의 인적 자산임에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정책은 소홀히 할 수도 늦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방안으로 

발언자 

양의환의원

발언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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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차근차근히 세밀히 챙겨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신축 시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일정 규모의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규아파트 의무 

보육 시설에 대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에 따라 관계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 등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본 의원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라도 추가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수성구 주민

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명품 교육문화도시로써 이에 걸맞는 명품 

보육정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수성구민이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는 국가의 행정적 시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란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국제 행사나 국내행사 등 크고 작은 모든 행사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헌신이 

발언자 

남상석의원

발언내용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로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자원봉사활동 도모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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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결정체 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에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약 250여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

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시아 복지재단에 2년 단위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봉사의 가치 전파와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지역단체 및 수요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편성인원은 소장1명, 팀장1명, 팀원으로 

정규직원 2명과 코디네이터로 국가보조인력 계약직원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주기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센터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예산중세입은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나 

구비로 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은 주로 인건비등 사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4년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예산은 약 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센터기본 운영비 1억 8백만원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계약직원 2명의 인건비 3천 8백만

원은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1억 3천 18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성구 자원봉사자 수는 9만여 명으로 2009년 5만여 명에 비하면 거의 배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자원 

봉사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적은 인원과 낮은 

임금으로 운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첫째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지영역의 종사자와 비교했을 경우 현저히 낮은 급여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팀장과 팀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3명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이며 전산 코디네이터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잦은 담당자 변경은 업무진행 및 봉사자와 네트워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사유는 계약직에 대한 불안감과 업무량에 대비하여 급여 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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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지역 타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인건비 비교결과 수성구의 경우 

총 9개 센터중 5번째 수준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은 직원으로 지역 네트

워크의 허브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자원봉사 센터가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 허브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양을 보았을 때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직원 5명중 한명(전산 코드네이터)은 자원봉사 실적관리를 담당하고, 

한명(팀장)은 센터기본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뿐입니다. 따라서 구상하는 사업은 많지만 운영 인력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을 대도시형 (인구규모 20만 이상~50만 

미만)일 경우 8명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성구의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은 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나마 근무인원은 5명으로 충원되어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약화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시 낮은 배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의 항목을 살펴보면 인프라구축(40점), 자원봉사관리(25점), 네트워크 및 홍보

(25점), 프로그램(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사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인프라 구축에서 

타센터와 경쟁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성구의 경우 등록인구수가 달서구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사업비를 타 센터 보다 

앞서가야 하는데 오히려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201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의 최저기준으로 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6천 5백만원 이상인데 비해 수성구는 1천 5백만원으로 운영비 확보율이 

지침상 24%로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  이래 가지고 어떻게 명품수성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수성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조직의 인력 확충과 조직원의 급여 현실화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쟁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중심기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인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조직적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자원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나눔 봉사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단체 개발과 지원확대, 컨설팅 횟수증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포상을 확대하고 해외 및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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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담배피해 구제소송과 관련해 46만 수성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보료 부담 감소를 통한 재정 보호를 위해 구청과 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진료비 부담, 그리고 금연의 건강이득과 

진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 재정 악화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87년 한국전매공사, 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발언자 

김성년의원

발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피해구제소송,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료 부담감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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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주식회사로 경영체제를 바꾸고 2002년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

니다. 또한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 58.5%, 국내법인 및 개인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 사주 2.0%로 외국인 주주가 5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담배 제조와 판매,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의약품·의료용품 개발 

판매, 부동산업, 임대업 및 주택사업, 잎담배 경작지도, 무역업 등으로 2011년 7,759억 원, 2012년 

7,684억 원의 순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

른가 하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약 220조 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480억원 가량 지출하는 우리 구가 담배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구민의 보건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수성구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우리 구청과 의회도 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  구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

합니다. 또한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구청과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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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오늘 제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만촌2동 소재 2군 사령부의 도심과 경계하고 있는 2미터 

이상의 높은 적벽돌 담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  남부정류장과 효목네거리 사이의 만촌2동 행정구역 내에 자리 잡은 제2군사령부가 국민의 안녕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2군사령부를 둘러싸고 있는 높고 붉은 경계벽과 그 

벽위를 지키고 있는 철조망이 남부정류장 네거리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약6백 미터 진행중 만촌

2동 소재 태왕리더스 아파트 맞은편부터 약 1.3 킬로미터 도보로는 약 20여분의 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케치프레이드 컬러플 대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명품 수성구의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군사령부 경계벽은 도시생활권으로서는 만촌2동 행정의 

외곽이지만 행정구역의 지리적 위치로서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

구로 진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 도로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의 크고 작은 행사시 여러 귀빈들이 

대구광역시와 수성구로 진·출입하는 중요한 관문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2군사령부 경계벽을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 아름다운 벽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미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완성된 관내 남부정류장에서 정화여고 

방향으로 좌측 옹벽과 고산방향, 담티 고개 우측 옹벽 등 도로변 옹벽 벽화 사업은 물론 도심 주거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한 크고 작은 벽화가 스토리와 함께 의미를 살려 현실에 

맞도록 융화되어 도시미관을 대폭 개선했거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련의 벽화 

사업들이 명품 수성구의 위상과 잘 어우러져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의원이 제안 하고자합니다. 이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통행량이 아주 한산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수성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역사적 스토리를 벽화로 담아낼 수 있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우수한 수성 학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관계기관의 면밀한 협조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겠지만 꼭! 벽화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더 나은 사업 방향이 제시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발언자 

김삼조의원

발언내용

제2군사령부 경계벽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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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방향의 사업이라도 지금의 삭막한 군 시설을 연상케 하는 도시 미관을 우리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맞게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제195회 본회의

● 같은 하늘아래 같은 지역인 수성구에 거주 하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

하는 지산동 일부를 비롯한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이 무섭다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광역시 도시

가스 보급률은 광주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 93%, 대전 92.1%, 울산 86.3%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81.7% (13년 84.3%)로 부산 76.2% 보다는 높았지만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구시내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 99.9%, 북구 91.7%,    

수성구 91.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달성군 76.2%, 남구 74.9%, 동구 72.1%, 서구 64.4%, 중구 

62.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혁명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14,412세대의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개설세대로 남아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2012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중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이 

60건 접수되어 건당평균 249,474원을 지원하여 총 14,968,45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중 20개 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개설을 원하는 

발언자 

임대규의원

발언내용

도시가스 미개설 세대 적극해소 관련

5분 자유발언



182  •제11호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의 정 활 동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개설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며 2개소는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 개설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구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가 독점공급하고 있어 경제성 미달지역은 개설을 하지 않고 있고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의지와 투자 또한 저조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에 거주 하시는 서민들은 겨울이 무섭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난방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상당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 보다 안전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 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 두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명품 수성구가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광역시 지원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추진에 구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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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취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일원 1.79㎢ 규모에 개발사업비 8,969억원으로 해외 

일류병원, R&D센터, 제조업체,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수성의료지구 축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원래 사업계획대로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10. 10. 22 ~ 2013. 6. 30 

● 위     원 : 9명

● 위원장 : 남상석 의원

● 간   사 : 최기원 의원

● 위   원 : 김성년, 김순호, 김재현, 김창문, 양균열, 이정현, 조규화 의원

주요활동상황

● 특위간담회 : 5회

●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 2회

● 주민궐기대회 참여 및 지원 : 1회

● 시의회 및 시청 방문 : 2회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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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취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05-16번지 일원(시민공원 내)에 대지면적 5,965㎡, 

연면적 6,896㎡(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범어권 

도서관이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도서관공사 재개가 불투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도서관 공사를 준공토록 

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12. 7. 1 ~ 2013. 6. 30 

● 위     원 : 9명

● 위원장 : 임대규 의원

● 간   사 : 김성년 의원

● 위   원 : 김순호, 김숙자, 이병욱, 김삼조, 김진환, 조규화, 이정현 의원

주요활동상황

● 현장확인 및 추진상황 점검 : 4회

● 특별위원회 간담회 : 2회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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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취지 

●  민자 유료도로인 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10.44㎞) 구간의 개통에 따라 상인 

~안심에 이르는 17.7㎞ 구간내 요금소가 3곳이나 설치되어 요금부담과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범안로 통행의 무료화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이용을 극대화하여 시민 부담과 불편은 물론 대구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 4차

순환 민자도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13. 1. 1 ~ 2014. 6. 30  

● 위     원 : 9명

● 위 원 장 : 김재현 의원

● 부위원장 : 최기원 의원

● 위      원 : 김삼조,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박민호, 양균열, 임대규 의원 

주요활동상황

● 시의회 방문 : 2회

● 동별 순회설명회 : 23개동

● 특위간담회 : 2회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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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취지 

●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은 대구시에서 1993년 수성구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에 

동물원 등의 조성을 위한 대구대공원 설립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00년 12월 도시

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삼덕동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이전부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당초 계획한대로 삼덕동 

구름골 지구에 동물원 이전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13. 1. 23 ~ 2014. 6. 30 

● 위     원 : 7명

● 위원장 : 김삼조 의원

● 간   사 : 임대규 의원

● 위   원 : 김숙자, 박민호, 박소현, 이하일, 조규화 의원

주요활동상황

● 특위 간담회 개최: 4회

● 동별 순회 홍보 및 캠페인 : 23개동, 2회

● 수성구 이전 촉구 서명서 전달 : 2회

●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설명회 참석

● 동물원 이전 원안사수 수성구민 궐기대회 참석

●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감사청구서 접수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민의 생활지표

 언론에 비친 의회

 수성구 관광안내

 수성구 문화유산 자랑거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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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 6,042명/1㎢ 출생 | 7.7명/1일 사망 | 5.3명/1일

가구원 | 2.89명/1세대당 주택 | 3.05호/1가구 의료시설| 699명/1개소

상수도보급률 | 99% 지방세 | 686,034원/1명 행정공무원 | 540명/1명

의료인력 | 193.5명/1명 교원 | 19명/1명 인구이동 | 119명/1명

민원서류처리 | 5,010건/1일 자동차 | 1.1대/1가구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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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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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CN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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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CN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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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코스

국립대구박물관

반나절 A코스

국립대구
박물관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어린이회관 수성아트피아 수성유원지 수기임태랑묘 이서공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범어공원문화산책로

어린이회관

수성아트피아

수성유원지

수기임태랑묘

이서공원

들안길먹거리타운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사직단

모명재

영남제일관



반나절 B코스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사직단 모명재 영남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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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4호

소  재  지 : 수성구 팔현길 248(만촌동) (영남제일관내)

크         기 : 높이 173cm, 폭 90cm, 두께 44cm

시         대 : 조선 영조 13년(1737년)

지정년월일 : 1974. 12. 10

영영축성비는 조선 1737년(영조13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 호부사였던 민응수(閔應洙)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  

없어졌던 대구 읍성(당시엔 토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하고 

난 뒤 그 기념으로 세운 것으로 당시 읍성의 규모와 작업상황이 

적혀있다.

축성비에 의하면 영조 12년 채석을 하여 6개월동안 공사를 

하였는데 여기에 동원된 연인원은 78,53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성을 쌓고 난 뒤 수성(守城)을 위하여 양향(楊餉)¹, 전포(錢布), 기기(器機)²등을 비치한 수성창(修城倉)을 

건립하여 불의의 사태와 훗날의 수성에 대비하였다.

축성이 끝나자 여러 장사들을 모아 활쏘기 대회를 열었고 영남제일관이란 편액³이 걸린 남문에 큰 연회를 

열어 각기 공로에 따라 시상하였다. 축성에 대한 행상이 끝나자 그해 11월에는 선화당에서 성대한 낙성 

축연을 베풀었고 이듬해인 1737년 2월 상완일(上浣日)에 영영축성비를 건립한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원래 이 비가 세워진 곳은 남문밖 관덕정(觀德亭)터였으나 1906년 박중양이 대구읍성을 헐면서 

그 자리를 도로로 만든 까닭에 구 달성군청(현재 대구백화점 옆)부근으로 옮겼다가 1932년 향교로 이전

하여 보관하였으며 1980년 다시 현 위치에 옮겨 보존하게 되었다.

영영축성비 嶺營築城碑

주(註)

1) 양향 : 군대의 야식
2) 기기 : ‘기구’와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편액 : 방안이나 문 따위의 위에 거는 가로로 된 긴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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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5호

소  재  지 : 수성구 팔현길 248(만촌동) (영남제일관내)

크         기 : 전고 267cm, 비폭 73cm

재         료 : 화강석

시         대 : 조선 고종 7년(1870)

지정년월일 : 1979. 1. 25

민응수가 대구읍성을 쌓고 난 뒤에 수성창(修城倉)을 부분

적으로 수리하였으나 근본적인 수리는 못했다. 그러다가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부임했던 김세호(金世鎬)가 부임한 

이듬해인 1870년(고종7) 봄인 3~4월 경에 수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끝냈다고 수성비에 적고 있다. 또 수성비용을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으로 보아 수금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원래의 성보다 높이를 더 높이고 확장한 결과 신축이 97보, 개축이 118보 보축(補築)이 1,409보, 

치첩 신축이 2,680보, 문루¹및 공해, 신건(新建)이 72간, 중건이 37간, 중수가 57간 공해 각처의 보수가 

256간이었다. 이때 동서남북 대문의 문루를 고쳐 짓는 것 외에 성벽 위에 4개의 누각을 세웠다. 또 모든 

누(樓)는 단청을 올리고 치첩은 백회(白灰)로 분장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뒤 성대한 낙성식도 열고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유공자를 포상하였다고 수성비에 적고있다. 현재 영남제일관문 앞에 영영축성비

(嶺營築城碑)와 함께 서 있는 수성비는 당시 관찰사이던 김세호가 글을 짓고 글씨는 책응간역(策應看役)

으로 있던 절충장군(折衝將軍) 최석로(崔錫魯)가 쓴 것이다. 원래 이 비석이 세워진 곳은 남문 밖 민응수가 영영

축성비를 세운 바로 곁이었으나 이 수성비 역시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가 1932년 

현재의 대구향교 경내로 이전되었으나 1980년 다시 영남제일관문이 중건되면서 만촌동으로 이전했다. 

청색 화강석으로 된 비신²은 높이 191cm, 폭 73cm, 두께 45cm이며 비개³는 황백색 화강석인데 팔작지붕

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비부는 황백색 화강석으로 장방형이다.

대구부수성비 大邱府修城碑

주(註)

1) 문루(門樓) :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위에 지은 다락집
2) 비신(碑身) : 비문(碑文)을 새긴 빗돌
3) 비개(碑蓋) : 비신 위에 올려놓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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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3호

소  재  지 :  수성구 신천동로 117(상동)  

이서공원내

크         기 :  건물(비각1칸 9.72㎡),  

비석3기(이공  제비2,  

이후범선영세불망비1기)

지정년월일 : 1988. 5. 30

이공제비는 대구 판관이었던 이서¹선생의 치적

을 기리기 위해 대구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頌德碑)²다. 대구분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 유

입하는 신천은 홍수때만 되면 범람하여 피해가 극심하였다.

1776년(조선 정조 원년) 대구판관 이서가 부임 후 2년뒤인 1778년(정조2년) 주민 부담없이 사재를 털

어 10여리에 걸쳐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았다. 이에 감읍한 주민들이 이판관이 쌓은 제방을 

중국 송나라의 명학이던 소식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라고 명명한 것을 본떠서 “이

후언(李侯堰) 또는 이공제(李公堤)”라 칭하였고, 이 내를 “새내” 또는 “신천”이라 하였다. 

이서공이 죽은 3년뒤인 1797년 주민들이 그의 공적을 기려 “이공제비(李公堤碑)”를 세우고, 매년 음력

1월 14일 밤에 향사를 올렸다. 가운데 있는 비는 1986년 신천대로 공사 때 수성교 서편 지하에서 발견된

것으로 비문의 내용에 의하면 1808년에 세운 것으로 1797년에 세운 비가 초라하여 그의 업적을 영구히

기리고자 다시 비를 세운다고 적혀 있다.

이공제비와 나란히 있는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1889년에 세운 것으로 군수 李範善이 1888년에 

큰 홍수로 이공제 하류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군수 이범선(李範善)선생이 이공

제의 보수를 위해 주민 부담없이 국고의 비용을 들여 단시일에 공사를 완공하자 주민들은 공적에 보답하

고자 비석을 세웠다. 

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李公堤碑 및 郡守李侯範善永世不忘碑

주(註)

1) 이서 :  1732~1794.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호(季浩). 1759년(영조35) 문음(門蔭)으로 입사(入仕)하여 177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대구 판관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가장 큰 업적은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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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석들은 지방수령으로 재직 당시 홍수의 피해를 막고자 주민의 부담없이 제방을 축조한 업적을   

기려 백성들이 세운 것이다. 이 비석들은 중구 대봉동 655번지 신천대로변에 있었으나 주변 수목으로 

인해 시계(視界)가 불량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2000. 9. 6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주(註)

2) 송덕비(頌德碑) :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 때 백성들이 공덕을 칭송하여 만드는비(碑). 일명 선정비(善政碑), 유애비 
(遺愛碑)라고도 한다.

이서공 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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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¹제1호

전  승  지 : 수성구 대흥동

예능보유자 : 정창화(鄭昌和)

지정년월일 : 1984. 7. 25

고산농악은 대흥동(이전지명:내환동)에서 자생

(自生)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대흥동은 고려시대부터 곡계(谷溪)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

부락이며 각성(各姓)마을이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전승되어 오면서 농악 원래의 소박성을 그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대흥동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동제(上堂, 中堂, 下堂)를 지내는데 이 동제의 왕복길에 농악을 

잡히며 동제가 끝난 뒤에도 풍물을 쳤다한다.

고산농악의 특징은 한 자연촌락의 노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마을   

단위의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유지하는 점이다. 연행과정에서 ‘닭쫓기’ 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마당이다.

고산농악은 상쇠 장이만(남. 사망)에 의하여 쇠가락이 전승·보존되어 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락마치, 

조름세, 굿거리, 살풀이가락 등의 가락을 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흥동은 농악의 전승유지를 위해 19세기부터 계(契)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때 사용한 계첩(契牒)도  

남아 있다.

1983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공부 장관상(우수상)을 탔다. 그때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고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고산농악 孤山農樂

주(註)

1) 무형문화재 :   음악, 연극, 무용, 공예, 기술 등 형체가 없는 것으로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해당분야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

2) 상쇠 : 농악에서, 무리의 맨 앞에서 전체를 지휘하며 꽹과리를 치는 사람.
3) 상모 : 농악무에 쓰는 전립꼭지에 흰 새털이나 종이오리로 꾸며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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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마치
(길매구가락)

4분박의 빠른 4박의 길매구가락이다. 꽹과리는 ‘갱갱갱 개개개개 개개개    
개 개개개개~’하고 친다. 부락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가락이다.

조 름 쇠

4분박의 매우 빠른 4박의 가락이며 꽹과리는 네가지의 가락으로 이루어   
진다. 첫째,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 개개개개 개개갱갠지갠지 개개갱’으로
치고 둘째, 쇠가락은 ‘개개갱 개개갱 개개개개 개개갱 개개갱’이며 셋째, 
쇠가락은 ‘개갱개개갱 개갱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 개개갱 개개갱’으로 치며
넷째, 조름쇠 쇠가락은 ‘갱갱갱갱 갱갱갱갱...’을 반복한다.

굿 거 리
굿거리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자의 가락이다. 쇠가락은 ‘갱개갠 개갠  
개개갠 갱갱개개갠...’으로 친다.

살 풀 이
살풀이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분가락과 4박가락으로 이루어진 혼합박자
이며, 꽹과리는 ‘갱응응 갱응 갱갱지갱갱갱갱’으로 치고, 다시 ‘개갱지 개갱지’ 
하면서 친다.

편성과 보색
쇠 2명(상쇠²와 종쇠가 있다), 징 6명, 북 10명, 장고 10명, 소고(상모³) 14명, 
포수 1명, 양반 1명, 색시 2명, 농기 3명, 뜅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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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길 매 구
농기구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 북, 장고, 상모, 잡색이 놀이마당으로 
향한다.

덩덩궁이
(원   진)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며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진하고 이어서 태극을 
만들기 위하여 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태극무늬를 만들며 시계방향으로 돈다.

둘석(진굿)
원을 돌며 상쇠의 쇠 꺾음에 따라 뒤돌아가기를 두 번 한후 상쇠가 다시   
한번 쇠를 꺾으면 뒤로 돌아 두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춤굿(판굿) 상쇠의 덧배기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면서 각자 흥겹게 춤을 엮어 나간다.

닭 쫓 기
이는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상모팀 전원이 원 중앙 
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닭(각시와 양반)을 쫓는다.

방석말이
(오방굿)

농기(農旗)를 구심점으로 원을 돌면서 좁혀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풀어 
나온다.

모내기굿
원이 풀어지면서 징, 북, 장고가 1열로 서고, 상모가 1명, 이렇게 2열 종대로 
마주보고 상모가 중앙에서 쇠를 치는데 이는 모내기, 모심기, 김매기 놀이의 
형태이다.

법고놀이
상모, 장고, 북, 징의 순으로 각 악기팀 전원이 원 중앙에 나와 팀별 놀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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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소  재  지 : 수성구 욱수동

예능보유자 : 김호성(金浩星)

지정년월일 : 1988. 5. 30

욱수농악은 욱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욱수동은 1981년 7월 경산군 고산면  

욱수동에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130여 호의 

주민이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연촌락 

이다. 욱수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 관행하던 천왕받이 굿에서 파생한 농악이다.

원래 욱수농악은 동제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 굿과 이 내림굿에서 뒤따르는 판굿과 

보름달의 구걸(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1970년대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단되었고, 달불놀이는 입산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농악과 지신

풀이는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연행구성 중에서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드문 전형을 가진 놀이이다. 쇠가락은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잔가락이 적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보유하며, 특히 길굿의 가락이 독특하다. 욱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 즉 연희농악이며 경상도 내륙의 농악에 농사굿이 많은데 비하여 전체의 구성은 

진굿에 가까운 농악이다.

예능보유자 김호성은 20세 때인 1948년경부터 경북 경산군 압량면에 거주하던 김차동(金次東)에게    

쇠가락을 배웠다. 그후 김차동이 사망할 때까지 20여년간 마을의 구걸패 등에서 종쇠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후 고산농악대에 종쇠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8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새로 창단된 현대중공업 

농악팀의 지도를 맡기도 하였으며, 1989년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외의 예능보유자는 박원호(朴元鎬), 이만방(李萬邦)등이 있다.

박원호는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이옥관(사망) 서병극(사망)으로 이어지는 전승자로서 욱수마을의 토박

이다. 설상모 이만방은 13세때부터 이 마을의 상쇠였던 서병극을 따라다니며 끝법구를 치고 상모를 돌렸다.

욱수농악 旭水農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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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농악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상쇠(1명)는 벙치를 쓰고 흰 옷을 입고 적, 황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종쇠(1명)는 흰옷에 적, 황, 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벙치를 쓴다.

◆ 징(6명)은 흰옷에 적, 황, 녹색 삼색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흰색 고깔을 쓴다.

◆ 북(8명)은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장구(8명)는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법고(12명)는 흰옷에 적, 황, 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목나팔(1명)은 징과 같은 복색을 하고 오동나무로 만든 목나팔을 분다.

◆ 양반(1명)은 두루막을 입고 종이로 만든 정자관을 쓴다.

◆  포수(1명)는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며 등에 망태, 꿩털, 토끼털을 메고 목청을 든다.

◆ 색시(1명)는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는다.

◆ 농기수(1명)는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 기수(2명)는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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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농악의 연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길 매 구
(질굿)

쇠는 2/4박자로 치며 3가지 리듬으로 변주하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의  
길풀이이다.

천왕받이굿
동제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굿이다. 주민들은 이 때 쇠가락이 ‘천왕님    
천왕님 처렁 처렁 내리소’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동굴데미
대원들은 원형을 지어 상쇠가 무정지겡이, 허허깍깍, 잦은모리의 3가지    
가락으로 변주하면 대원들은 악기장단에 맞추어 원무를 춘다.

마당놀이 ㄷ자형의 대형에서 징, 북, 장고, 법고잡이들이 각각 조별로 묘기를 보인다.

외 따 기
2열 종대의 대형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대원들을 상쇠가 빠른 가락으로  
Z자형으로 돌면서 징, 북, 장고, 법고 열로 끊어 일으켜 풀어나간다.

덧 배 기
상쇠가 춤매구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장단으로 어깨춤을 춘다.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을 가진 춤굿이다.

오 방 진
상쇠, 종쇠, 잡색이가 중앙에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고, 법고가 각각 네군데 
원형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만들어 논다.

덕석말이
똘똘말이라고도 한다.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전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또 풀면서 태극형을 그리면서 두군데서 밀집적 원진을 
그린다.

욱수동은 1963년부터 친목계를 만들어 욱수농악을 전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

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욱수농악대를 더욱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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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지  정  별 : 제13호

소  재  지 : 수성구 들안로 108 (두산동)

기능보유자 : 김용운

지정년월일 : 1997. 9. 18

상감입사란 조금(彫金)의 기법으로 쇠나 구리 등의 금속표

면에 홈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전통적인 상감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입사(入絲)

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경부터 철제 무기류나 청동제 그릇의

표면에 금이나 은으로 입사장식을 한 공예품들이 많이 발견 

된다. 입사기법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고려시대로써 청동향로

(靑銅香爐)와 같은 뛰어난 불교공예품에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려시대의 입사기법은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중기 이후에는 청동뿐만 아니라 철재

(鐵材)에 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입사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적인 청동은 입사 기법으로

바탕금속(청동)의 표면에 정(釘)으로 홈을 파고 그안에 은선을 박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중기 

이후부터 전래된 철입사(鐵入絲)로 바탕 금속(철)의 표면에 정을 사용하여 가로 세로로 쪼아 거스러미를

일으킨 후 그 위에 얇은 금, 은판이나 선을 놓고 망치로 쳐서 금속에 붙이는 것으로 일본에서 소위 포목 

상감(布目象嵌)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기법 중에서 상감입사는 조각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입사장은 

대부분 철입사(鐵入絲)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상감입사와 얇은 금속판이 입사 재료로 병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상감입사 기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다. 상감입사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을 

요하므로 귀족층의 기물에 쓰였고,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사를 개발하여 일반

에도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시대까지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속하였던 입사장(入絲匠), 조각장(彫刻匠) 등에 의하여 전승되던 입사, 상감입사 등의 공예기법은 조선왕가 

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하여 전승되었고, 기능보유자인 김용운은 이 전통적 기법을 전승한 상감입사장 

으로 그의 상감입사 공예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발전해 온 동체와 뚜껑의 모양이나 크기가 

상감입사장 象嵌入絲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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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합구형식(合口形式)의 원반합

(圓形盒)과 같은 모양을 추구하여 인주

함(印朱函), 연초함 (煙草函), 향합(香盒), 

합(盒)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사용된 재료 역시 銅의 바탕에 전·연성이 좋은 

銀을 구리와 합금하여 선이나 면으로 정을 사용해서 홈을 파내고 

은실을 박아 넣는 기법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감입사 공예품과 같다. 입사기법은 세공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공구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 종류의 정과 망치가 주로 사용되고, 여성 장식용 금은(金銀) 상감입사 

노리개 작품에서도 형태는 부드러운 나비, 달과 같은 곡선과 직선을 가미시켜 금(金)재료 바탕에 백금선

(白金線)으로 소나무, 학, 구름, 물결 등의 십장생문(十長生紋)을 사용해서 형태의 분위기는 한국적이면

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1981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

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구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4회의 금상 등 수십 차례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981년 기능 올림픽,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 대구관광공예품경진대회 등에서 심사장, 심사위원도 역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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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4호

소  재  지 : 수성구 상화로3길 19(상동)

지정년월일 : 1984. 7. 25

야수정은 1900년경 창건된 진(秦)씨 문중의 재실 

(齋室)¹이다. 현재 이 건물은 문화재 자료 14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립 당시 야수정은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

이었으나, 나중에 배면(背面)부분 전체가 반칸씩 

증축되어 겹집처럼 되어있다.

평면은 중앙부의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1칸반의 온돌방이, 우측에 온돌방 1칸과 마루방 

1칸이 있으며 그 뒤에는 좌에서 우로 2칸통과 

1칸 및 반칸 크기의 온돌방이 차례로 연접되었다. 

전면(前面)에는 반칸 폭의 전퇴가 있고, 집 뒤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1칸폭 이상 물려 쌓아 헛간과 

부엌을 증축하였다.

이 건물은 소로수장의 민도리집으로 화강석 기단위에 원주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6주

(柱)는 두리기둥을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건물의 마루밑에 붉은 벽돌을 쌓고 마루에 장마

루를 깔고, 유리창문을 사용하였으며 일식(日式)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며져 있다.

야수정은 20세기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건물로, 전통 건축양식이 일식건축(日式建築)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장마루와 일식 우물반자, 높은 천정고, 일식 미서 

기창 등의 형식은 매우 주목된다.

야수정 倻叟亭

주(註)

1) 재실 :  ① 무덤이나 사당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재각(齋閣) 
② 능(陵)·종묘(宗廟)등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③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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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5호

소  재  지 : 수성구 성동 산 22

지정년월일 : 1984. 7. 25

이 서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산22번지에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즉 조선 명종조에 향유(鄕儒)

들과 윤희렴(尹希廉)이 재실(齋室)을 짓고 퇴계

선생에게 재호(齋號)를 청하여 재(齋)는 고산(孤山) 

으로, 문(門)은 구도(求道)로 한 퇴계의 수필

(手筆)을 받았으며, 구도라는 편액은 지금도 남아 

있다.

사당(詞堂)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5년  

(선조38)에 중건하였으며, 1607년(선조40)에 

우복 정경세가 대구부사(大邱府使)로 있으면서 

강회(講會)를 열었는데 이때 당(唐)의 도독(都督) 

이성삼(李省三)도 참강(參講)하였다고 한다.

1690년(숙종16)에 서원을 창건하여 고산(孤山)이라는 원호(院號)로서 퇴계와 우복 두 선생을 배향    

(配享)¹하였고, 1734년(영조10)에 강당(講堂) 및 동·서재(東西齋)를 건축하였으며, 1746년(영조22)에 

원우(院宇)를 중수(重修)하였다.

1789년(정조13)에는 문루(門樓)를 세우고 연안인(延安人) 김재구(金載久)가 기문(記文)을 택하였다. 

1822년(순조22)에는 위패를 잃어 개조 봉안한 바 있으며, 1868년(고종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철²

되었다. 그후 1879년(고종16)에 이르러 향유(鄕儒)들을 중심으로 강학계(講學契)를 수계(修契)하여 서원의 

옛터에 강당만 다시 중건하여 고산서당이라 편액하였고, 1964년에 중수하였으며, 2003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강당 및 사주문을 2003. 12. 2 ~ 2004. 3. 29 개 보수 하였다.

고산서당은 성동(城洞)의 서원(書院)골 야산 중턱에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쪽에 남천(南川)이 

굽이 흐르고 넓은 고산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뒷편의 옛 사당터에 퇴계와 우복선생의 강학유허비

(講學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이 서당은 모르타르 마감한 기단 위에 세운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홑처마 팔작 지붕집이다.   

건물의 구조는 3량가(樑架)로 막돌 덤벙 주초 위에 정면 가운데 1주(柱)만 두리기둥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산서당 孤山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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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기둥으로 세운 간결한 민도리집³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산서당은 작은 규모의 소박한 교육공간으로 

재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예로부터 고산서당 주변에는 경치가 좋았으며,
고산서당 8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7자구로 된 한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孤山書堂八景

耘溪  徐錫輔
제1경 북악청람(北嶽靑嵐)
終朝嵐氣滴層宵  (종조람기적층소) 아침햇살과 함께 아지랑이가 아롱거리니 

何事何人巧展   (호사하인교전초) 누구의 교묘한 솜씨로 비단을 펼쳤느냐 

有林巒相對起  (뢰유림만상대기) 아름다운 숲이 둘레를 기리워 

纖埃飜向比中消  (섬애번향비중소) 한 점 띠끌도 침노하지 못하리 

제2경 남계만하(南溪晩霞)
霞凝水抱村南  (동항응수포촌남) 노을은 물결처럼 남촌을 감도니 

孤鷺齋飛過野潭  (고로제비과야담) 백로는 못인줄 알고 펄펄 날아드는구나 

莫使林風吹散盡  (막사임풍취산진) 바람불어 흩지마라 

靜中相對氣弘含  (정중상대기홍함) 고요가 깃든 곳 호흡이 좋아

제3경 금호어박(琴湖漁舶)
薄理魚舟向遠津  (박리어주향원진) 고깃배 닻줄 풀어 기슭으로 내려가니 

滿江蓼月日時新  (만강료월일시신) 그윽한 갈대밭에 달빛도 새로워라 

我歌欲和夷溪櫂  (아가욕화이계도) 내 노래 한 곡조로 

誰識竿頭進步人  (수식간두진보인) 무이구곡 화답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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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경 우산목적(牛山牧笛)
平川雨歇草如烟  (평천우헐초여연) 냇가 비 그치고 풀은 우거진데 

牛背靑山路一邊  (우배청산로일변) 소타고 돌아오는 목동의 길 

惑恐臨水人洗耳  (혹공임류인세이) 행여 누가 냇물에 귀 씻을 까봐 

倒騎驅入夕陽天  (도기구입석양천) 소 몰아 석양에 내를 건넌다 

제5경 능소유어(菱沼遊魚)
躍天機水共長  (인약천기수공장) 천기로 뛰노는 물속의 고기는 

忘筌不轎世閒忙  (망전불교세한망) 세인이야 낚시를 오거나 말거나 

莫言至樂魚非我  (막언지락어비아) 고기 아닌 나도 고기와 같이 

看到菱潭氣欲凉  (간도능담기욕량) 능담을 굽어보며 즐거워하노라 

제6경 유제신앵(柳堤新鶯)
春光就暖柳消寒  (춘광취난류소한) 봄빛은 따사롭고 버들은 푸르른 데 

拂地金絲暎水欄  (불지금사영수난) 금사를 희롱하는 꾀꼬리 세계는 

敎得新聲韶鳳雜  (교득신성소봉잡) 봉황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悠然乘興隔林看  (유연승흥격림간) 숲속을 오락가락 흥에 겹노라 

제7경 창애노백(蒼崖老伯)
亭亭老伯俯淸溪  (정정노백부청계) 냇가의 정정한 늙은 측백나무 

蒼翠交柯色正齋  (창취교가색정제) 가지는 우거져 한 빛으로 푸르네 

霜雪重封無奈爾  (상설중보우나이) 모진 눈서리 견뎌 내거니 

獨燐孤節强今題  (독인고절강금제) 곧고 맑은 절개 자랑하노라 

제8경 평사몽구(平沙夢鷗)
鳴鷗向午人沙汀  (명구향오입사정) 한낮 모래밭에 졸고 있는 저 갈매기 

江草和烟十里靑  (강초화연십리청) 아지랑이 몰고 강가의 풀은 십리에 푸르구나 

玉潔其身塵不染  (옥결기신진불염) 옥같이 깨끗한 몸 티끌 하나 묻지 않고 

有時飛去有時停  (유시비거유시정) 때로는 날아가고 때로는 쉬네 

주(註)

1) 배향 :  ①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던 일 
②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서원 따위에 모시던 일

2) 훼철(毁撤) : 헐어 부수어서 걷어버림
3) 민도리집 : 도리와 장여로만 되어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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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7호

소  재  지 : 수성구 화랑로 42길 31(만촌동)

지정년월일 : 1989. 6. 15

독무재는 수성구 만촌동 188-1번지에 있는 19세기 중엽의 재실로, 벼슬을 마다하고 향리(鄕里)에    

은거하여 후진양성에만 전념한 하시찬(夏時贊)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과 유림(儒林)에서 

건립한 것이다.

하시찬 선생은 1750년(영조26) 2월 6일 현 수성구 만촌동에서 태어나 1828년(순조28)에 별세하였는데

그는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팔례절요(八禮節要) 2권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원래 선생은 현재의 독무재가 

있는 서쪽으로 50m지점에 독무암루(獨茂岩樓)란 조그만 재실을 짓고 기거 하였다.

이 때가 선생이 39세 되던 1789년(정조13)인데 그는 일찌기 당대의 석학(碩學)이던 이경호와 송성담

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배우기를 청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독무재에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과 유림에서 학계(學契)를 만들어 건립한 것이며, 독무재 옆에는

경덕사(景德詞)를 지어 매년 3월 상정일(上丁日)에 각지의 유림들이 모여 춘향(春享)¹을 지내던 것이 현재

독무재 獨茂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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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래 현 효목동 경부선 철로

변에 있던 독무재는 1967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1968년 4월 현 위치로 이건(移建)하였다.

이건하면서 독무재의 서쪽에 경덕사와 장판각

(藏板閣)을 신축하였으며, 장판각에는 지금도 

팔례절요(八禮節要)와 열암문집(悅菴文集)의 판각이 

보관되어 있다.

독무재 내에는 장방형 대지에 사당인 경덕사와 

재실인 독무재가 있으며 그 좌측 뒤로 별도의 담장 

안에 경덕사가 자리잡고 있다.

독무재는 정면3칸, 측면1.5칸의 규모로 중앙에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2칸 통칸의 온돌방을 대칭 

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는 반칸폭의 

전퇴(前退)를 시설하였다.

독무재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운 간략한 3량가(樑伽)의 

2익공집으로, 대들보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고 

마루 도리를 받게 했다. 기둥위에 짜맞춘 익공은 

매우 장식적인 촛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독무재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태극(太極)을 

그린 풍판(風板)²을 달았다.

200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강당, 담장, 삼문을 

2002. 10. 24 ~ 2003. 4. 4 보수 하였다.

주(註)

1) 춘향 : 초봄에 지내는 종묘와 사직의 큰 제사
2) 풍판 : 풍우를 막기 위하여 박공 아래에 길이로 연이어 대는 널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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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8호

소  재  지 : 수성구 만촌동 389-9

지정년월일 : 1989. 6. 15

효자 하공정려비는 대구·경북 일원에서 가장 

오래된 효자비의 하나로 고려때 이부시랑(吏部  

侍郞)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정문¹을 내려 세운 것이다.

하광신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대도독으로 고려

시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달성군으로 봉군된 

하흠(夏欽)의 아들 하용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 복숭

아를 구해온 전설적인 얘기 등 그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가 숱하게 많다. 하광신의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식을 

들은 1327년(충숙왕)은 하광신이 살던 마을에 이부시랑 하광신 지려(吏部侍郞 夏光臣之閭)란 정문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부역을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1896년(고종6) 12월 

그의 자손들에게 세금과 부역을 일체 면제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 공문 원본은 후손인 하재형씨가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원래 하광신의 정려각이 세워진 곳은 달성 하씨들이 대대로 살았던 현재의 대봉동 수도산 (달성 하씨들의 

종산이었으나 일제때 빼앗겼다고 함) 부근이었으나, 당시 14세 소년이던 하인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생되어 

후손들로서 임란 이후 현재까지 만촌동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현재의 정려비는 1781년(정조5) 2월에 만촌동 

형제봉 기슭의 비각등 (속칭 빗집거리)에 중건하였으나 일제 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헐려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비문은 이조 판서겸 홍문관 대제학이던 황경원이 지었고 두전과 비문의 글씨는 통훈대부 사헌부지평 

이약채(李若采)가 썼다. 현재 만촌동에 살고있는 달성 하씨들이 매년 돌아가며 유사(有司)를 정하여 돌보고 

있어 관리가 잘되고 있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건물로 중앙에 정려비가 있다. 건물의 구조는 

간략한 3량가(樑伽)로 낮은 기단위에 원형의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2익공계 건물이다. 대들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미루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에 박공지붕이다. 건물에는 모로 단청을 하였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 정려각의 형식을 잘보여주는 예다. 2000. 9. 27 ~ 2000. 12. 23 시비보조사업으로 정려

각을 보수하였다.

하효자 정려각 夏孝子 旌閭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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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6호

소  재  지 :  수성구 노변동 407-4번지 일원

사직단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부터 도성을 건설할 때 궁궐 왼쪽에 종묘(宗廟)를, 오른쪽엔 사직단을 두었다. 또한 

사직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의 주요 지역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제를 올렸다.

노변동 사직단 유적은 과거 경산현(慶傘懸)의 사직단이다.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노변동 사직단의  

구조는 사직신을 모시는 제단시설, 제단을 보호하는 담장 등이 확인되었으며, 기초단의 아랫부분 규모는 

장축 24m, 단축이 16m 정도이며 높이는 130~180㎝ 정도이다. 기초단 위에 유시설이라 불리는 담장을 

쌓았으며 그 내부에 하나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도성의 사직단과 달리 지방의 사직단은 사단(社壇)과 직단 

(稷檀)을 합쳐서 하나의 단을 두었기 때문에 제단(祭壇)은 하나이다. 출입문 중 북쪽의 문이 폭 103㎝ 정도로 

좁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북쪽의 문이 북신문(北神門)이라 불리는 문헌기록과 같이 신을 위한 

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노변동 사직단은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한 

후, 한차례의 보수와 개축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원.정비된 사직단은 2차 조성분 원형대로 하부

구조를 보존하였으며, 상부 구조물은 과거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사직단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노변동 사직단 蘆邊洞 社稷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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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2호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01번지 일원

대구의 남쪽 경계인 팔조령에서 발원하는 신천(新川)은 대구분지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하면서 고대(古代)로 부터 대구의 젖줄 역할을 한다. 신천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석묘유적이라 할 수 있다.

신천을 따라 무리를 이루어 분포하던 지석묘들은 근대화와 도시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으며, 수성못 서편 

제방(堤防)인접한 곳에 있는 4기의 상동 지석묘도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훼손의 위기에 처하자 지석묘의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1998.11~1999.2 까지 국립 대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발굴결과 41기(석곽형 32기, 석관형 6기, 제의(祭儀)관련유구 3기)의 유구와 마제석검 2점, 마제석촉 

51점, 즐문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제한된 범위 안에 유구(遺構)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하매장시설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 파편도 발견되었다.

상동 지석묘 上洞 支石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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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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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만나보세요!

수성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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