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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기대속에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 후
반기를마감하고『제6호의회보』를발간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성구 의회는 열과 성을 다하여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기대와 여
망에부응코자작은일부터하나하나해결해나간다는심정으로성실하고알차게운 하여
왔습니다. 특히관료화된행정편의주의에서주민위주의행정시스템으로전환될수있도록
집행부에대한감시·감독을강화하여전국에서가장살기좋은수성구를만드는데노력하
여왔습니다.

한편으로는 5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전외 3게임의 월드컵
경기를질서정연하게치룰수있도록하 으며월드컵경기장주변의휴식공간을마련하여
수성구민이 언제나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의 거리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의회에서는 제3대 의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성숙한 지방의회
로발전하여주시기를기대하여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46만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2.  6.  30.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직무대리부의장 배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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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존경하는46만구민여러분!
그리고700여공무원가족여러분!



46만구민의기대와성원속에제3대수성구의회가출범한것이엊그제같은데어느덧의
정활동을마감하고그동안펼친의정의참모습을그린『의회보』를발간하게된것을진심으
로축하드립니다.

그간, 우리 수성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속의 일류도시 건설과 2002월드컵 등
국제대회의완벽한준비및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온결과이제도시와거리가아
름다워지고누구나살고싶어하는국제적인도시로변모되어가고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신 많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적 염원인 16강을 뛰어넘어 4강 진출이라는 축구역
사의 신화를 창조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 고 우리 지역은 60억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
을집중시켜국제적인위상을한층더높혔으며, 이는모두가합심노력한결과라생각됩니
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2003 하계U대회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루어 명실공히 수성구
가세계속의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된『의회보』가 의정발전의 알찬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
분의건승과수성구의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002.  6.  30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김규택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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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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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면

▲ 본회의 장면(2002. 3. 27)

▼ 운 위원회 회의(200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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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화 보

▲ 내무위원회 회의(2002. 3. 20)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200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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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01. 7. 13)

▼ 징계자격특별위원회(2001. 9. 19)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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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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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견학

▲운 위원회의진해시의회방문(2001. 11. 11)
▶내무위원회의청송군의회방문(2001. 4. 6)
▼사회도시위원회의수원시의회방문(200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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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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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세미나 개최(2000. 9. 1)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합동연수

(2001. 3. 6)
▼ 세미나 개최(200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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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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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 노변동 문화유적지 발굴현장(2000. 7. 10)

▼ 범안로 도로건설 현장방문(200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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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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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못 보수공사 현장방문(2000. 11. 10)

▼ 지하철 2호선 11공구 공사현장(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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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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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하수종말처리장공사현장(2001. 11. 20)

▶고산국도∼무열로도로건설현장방문(2002. 2. 6)

▼월드컵경기장내부공사현장방문후(200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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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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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중 의정활동

▲ 물의 날 행사(2001. 3. 22)

▼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본회의 장면(200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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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참석자 기념촬 (2001. 6. 4)

▼ 자매결연의회 방문(2001. 6. 13)

의 회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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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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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문 낭독(2001. 9. 4)

▼ 홈페이지 제작 설명회 개최(200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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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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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추진위원회 회의(2001. 9. 21)

▶ 완도군 민원실 공무원 수성구의회 방문(2001.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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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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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통(2001. 10. 25)

▼ 궁전유치원생 본회의장 방문(200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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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의회보 24

▲궁전유치원생본회의장방문(2001. 11. 30)
▶제6호의회보발간제1차편집위원회회의

(2002. 3. 7)
▼금연건물선포식(2002. 3. 27)



수성구 의회25

▲ 호주 블랙타운시의회 의원 방문(2002. 6. 3)

▼ 제3대 의회 마무리 간담회(2002. 6. 21)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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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

Ma Hak Kwan

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자택 : 743-6665   사무실 : 753-0301

- 남대학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농림부서울 림서근무
- 대구지방법원 및 고등법원근무
- 대구지방법무사회재무이사
- 수성구범어4동주민자치위원
- 제2대수성구의회의원(내무위원장)
-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회의원협의회장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부회장

범어4동 98-8

마 학 관 범어4동

34. 3. 1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자택 : 762-3456   사무실 : 752-6466

- 계명대학교무역대학원연구과정수료
- 민정당대구3지구당(남·수성구)사무국장역임
- 수성구자문위원회위원역임
- 수성구위민봉사위원회회장역임
- 수성구재향군인회회장
- 대구지방검찰청범죄예방수성구협의회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사
- 한민족도덕국민운동수성구지부장

수성3가동385-11

배 춘 오 수성3가

37. 7. 4

Bae Chun Oh

~의 장₩

~부의장₩

의 원 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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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Yang Eui Hwan

자택 : 214-2800   사무실 : 755-3100

- 한나라당중소기업진흥분과위원장
- 경북대학교총동창회이사
- 대륜고등학교운 위원장및육성회장역임
- 남대학교정치행정대학정외과4년재학
- 계성초등학교운 위원장및발전위원장
- 경신라이온스회장
- 한국JC중앙회장특보
- 평통자문위원

수성구지산1157-5

양 의 환 지산2동

59. 10. 26

Han Hae Dong

자택 : 751-0811   사무실 : 742-5151

- 남대학경 대학원24기동기회이사역임
- 수성구의회제5호의회보편집위원장역임
- 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장
- 수성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수성구민주평통자문협력위원장
- 수성구새마을지도자운 위원이사
- 수성경찰서보안지도위원회위원장
- 수성구만촌1동주민자치위원

만촌1동1326-14

한 해 동 만촌1동

47.4. 22

~운 위원장₩

Son Joung Swh

자택 : 764-9367   사무실 : 353-4200

- 계명대학교물리학과졸업
- 수성초등학교 1대~3대 운 위원장,체육회장 역임
- 수성중학교운 위원장
- 수성구청소년지도위원회 고문
- 수성구생활체육수성축구회회장
- 수성경찰서 상동자율방범고문
- 한나라당수성(을)지구당동협의회장
- 수성구상동주민자치위원

상동 349-6

손 중 서 상동

60. 4. 13

~내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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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Park Yong Ha

자택 : 743-3485

- 남대학교동대학원수료
- 통일주체국민회의1·2대대의원역임
- 바르게살기수성구협의회장 역임
- 제1·2대수성구의회의원역임
(운 위원장,사회산업위원) 

- 사단법인대한노인회지도교수
- 대구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
- 사회복지법인청구혜양원이사장

범어1동 905-22

박 용 하 범어1동

36. 1. 7

Goo Il Heo

자택 : 753-0005  사무실 : 743-1360

- 포항수산대학경제학과졸업
- 경북도청근무
- 81년대통령선거인단역임
- 범어2동동정자문위원장역임
- 제1대·2대수성구의회의원(내무위원, 내무위원장)
- 제3대제1기수성구의회의장역임
- 평화통일자문위원
- 일반행정서사

범어2동 165-13

구 일 회 범어2동

34. 11. 11

자택 : 755-7207  사무실 : 755-9532

- 남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신용협동조합대구연합회초대회장역임
- 제1대수성구의회의원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청운어린이집원장
- 청운신용조합이사장
- 수성구범어3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자유총연맹범어3동지도위원장

범어3동 1003-11

김 대 범어3동

40. 1. 7

Kim Young Dae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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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Kim Jeong Sik

자택 : 752-5797 사무실 : 755-2222

- 동아대 어 문학과졸업
- 대구시지부장역임
- 대구시예술인총연합회수석부회장역임
- 수성구만촌2동동정자문위원장역임
- 바르게살기수성구협의회부회장
- U대회·월드컵대구시유치위원
- 제1대·2대수성구의회의원

만촌2동988-1교수주택7호

김 정 식 만촌2동

48. 3. 10 

Kim Kyung Dong

자택 : 756-5698  사무실 : 752-2415

- 계명대학교무역대학원경 자과정수료
- 남대학교 정치행정학부재학중
- 수성구만촌청년회 1대·2대 회장역임
- 대구가스협동조합3·6·7대이사장역임
- 제3대제1기내무위원장역임
- 대구지방검찰청범죄예방·취업재정운 위원
- 수성구만촌3동방위협의회장
- 경북가스(주)경북열기대표이사

만촌동1047-11번지301호

김 경 동 만촌3동

59. 8. 13

Heo Jong Man

자택 : 743-9206  사무실 : 756-4436

- 자인초등학교졸업
- 대구상업고등학교졸업
- 진전문대학행정학과 졸업
- 수성1가동새마을협의회장역임
- 수성1가동새마을금고이사장역임
- 제2대제1기도시건설위원장역임
- 수성구수성1가동주민자치위원
- 수성구수성1가동방위협의회위원

수성1가 249-74

허 종 만 수성1가

48. 8. 16

~의 원₩



2002 의회보 30

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Kim Kwang Soo

자택 : 742-9810  사무실 : 752-9706

- 경희대학교약학대학졸업
- 수성구약사회부회장 역임
- 동대구약사새마을금고부이사장 역임
- 수성4가동 방위협의회장 역임
- 대구시약사회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일춘약국대표
- 제2대수성구의회의원

수성4가동1023-45

김 광 수 수성4가

43. 4. 8

Kim Sang Soo

자택 : 762-9775  사무실 : 765-2992

- 씨에라레온국립대학경 학과4년졸업
- 남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풍산금속안강공장근무
- 수성구황금1동방범위원장 역임
- 제3대제1기사회도시위원회간사역임
- 수성구황금1동새마을협의회장
- 수성구새마을협의회부회장

황금1동 64-2

김 상 수 황금1동

52. 9. 4

자택 : 765-5451  사무실 : 767-0106

- 경북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기계중학교 동창회회장
-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부회장
- 황금초등학교학부모회장,운 위원장
- 수성구초등학교운 위원회협의회회장
- 한나라당대구시지부부위원장
- 제세테크대표
- (주)미래로플러스대표이사

황금2동 882-3

장 병 태 황금2동

57. 3. 23

Chang Byeong Tae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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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Kim Jae Woo

자택 : 762-3567  사무실 : 425-7466

- 남대공과대학건축공학과졸업
- 대구광역시건축사회초대회장역임
- 남대건축공학과총동문회장역임
- 제3대제1기사회도시위원장
- 대구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수성구건축위원회위원장
- 한남건축사사무소대표

중동 169-1

김 재 우 중동

37.5. 14

Yun Seok Ky

자택 : 763-6665  사무실 : 768-4633

- 안동고등학교졸업
- 대구시공무원32년
- 수성구파동동장역임
- 제3대제1·2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파동 128-24

윤 석 기 파동

38. 2. 24

Bai Man Jun

자택 : 765-5542

- 경북대학교농과대학졸업
- 능인고등학교운 위원
- 성광고등학교19회이사
- 능인중·고등학교30회이사
- 두산동재향군인회·새마을협의회회장
- R.O.T.C수성구지회부회장,109총동창회사무처장
-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이사
- 월드컵기초질서지킴이홍보대사

두산동789-6번지2/306

배 만 준 두산동

54. 4. 12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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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Yang Moon Hwan

자택 : 782-5433  사무실 : 782-5700

- 한나라정치대학원수료
- 제3대제1기수성구의회부의장역임
- 한국디지털대학교문예예술학과재학중
- 한나라당수성을지구당운 위원장
- 수성구지산1동방위협의회회장
- 수성구태권도협회고문
- 수성구지산1동자치위원
- 한나라당중앙위원(통상산업분과)

지산동 666-1

양 문 환 지산1동

57. 2. 4

Son Un Ik

자택 : 782-2320  사무실 : 783-9900

- 경북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범물1동주민자치위원
- 범물파출소방범위원회고문
- 범물산악회장
- 범물1동방위협의회자문위원
- 제2대수성구의회의원(도시건설위원장) 
- 범물여중운 위원

범물1동 1321-7

손 운 익 범물1동

48.1. 21

자택 : 782-5734  사무실 : 784-9595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졸업
- 범물중학교운 위원 역임
- 제3대제1기운 위원장역임
- 제2대수성구의회의원
- 경북고등학교운 위원
- 대구지산초등학교총동창회장
- 수성구범물2동주민자치위원
- 수성구범물2동방위협의회고문

범물2동 459-1

박 실 경 범물2동

49. 6. 19

Park Sil Kyung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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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력의원 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성 명 선거구명

생년월일주 소

전 화

학력

및

경력

Lee Byung Gil

자택 : 792-3384  사무실 : 792-9677

- 남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고산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역임
- 고산1동방위협의회회장역임
- 고산1동재향군인회회장
- 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
- 고산1동주민자치위원
- 수성구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신매동 573-15

이 병 길 고산1동

49. 12. 12

Kim Woo Youl

자택 : 792-0482  사무실 : 421-5896

- 남대학교경 대학원최고경 자과정수료
- 대구화랑라이온스클럽회장 역임
- 수성경찰서보안지도위원장 역임
- 새마을문고수성구지부회장
- 남대학교경 대학원32기동기회회장
- 한국역술인협회대구경북지부이사장
-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이사
- 자유총연맹수성구지부운 위원

삼덕동 462-4

김 우 열 고산2동

49.4. 10

Kim Myung Seok

자택 : 791-7385  사무실 : 756-6746

- 성균관대중어중문학과3년
- 한국맹인복지연합회대구수성지회자문위원
-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대구시지부자문위원
-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운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매호동1324 111/1111

김 명 석 고산3동

67. 3. 15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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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1. 의 회 현 황

■ 연 혁

1991.   3. 26 초대구의회의원선거: 18개선거구에서28명선출

1991.   4. 15 초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거

초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

운 7명, 내무13명, 사회도시14명

1993.   4.   1 초대제2기의장단선출및상임위원회구성

운 7명, 내무13명, 사회도시14명

1993.   4.   2 초대제2기상임위원장선출

1995.   6.   3 의회청사준공이전

1995.   6. 27 제2대구의원선거: 21개선거구에서31명선출

1995.   7. 11 제2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거

1995.   7. 27 제2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위원장선출

운 9명, 내무10명, 사회산업10명, 도시건설10명

1996.   1.   1 의회사무기구직제변경( “사무과”→“사무국”)

1996. 12. 27 제2대제2기의장단선출

1997.   1. 14 제2대제2기상임위원장선출

1998.   6.   4 제3대구의원선거: 23개선거구에서23명선출

1998.   7.   9 제3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거

1998.   7. 10 제3대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

운 7명, 내무11명, 사회도시11명

2000.   6. 19 제3대제2기의장단선출

2000.   6. 20 제3대제2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

운 7명, 내무11명, 사회도시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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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 제3대제2기의회 직제표

의회기구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정안건발생시위원회구성, 

※김정식의원: 2001. 12. 24일자의원직상실

의 장

부의장

운 위원회 내무위원회 특별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소속위원

박용하김정식허종만

배만준이병길
김 대양의환

손중서

한해동

운 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
위원회

이병길

배만준

의회운 에관한사항, 의회

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

공보실소관에속하는사항

사회산업국, 도시국,보건소

소관에관한사항

구일회김 대김정식

배춘오김상수장병태

김재우손운익김우열

박용하김경동허종만

김광수윤석기양문환

양의환박실경김명석

소관부서



2002 의회보 35

의/회/현/황

의원현황

- 당선현황별

- 학력별

계

23

초 선

11

재 선

11

3      선

3

의회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979

973

1,172

1,227

1,278

651

639

695

781

779

328

334

477

446

499

계 의정관리 의정활동

계

23

중졸이하

3

고 졸

9

대학이상

11

전문직

4

요식업

3

회사원

1

금융업

1

서비스업

5

기타

9

- 직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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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 의회사무국

기구

직원현황

청사배치도

본회의장

전문위원실

부의장실 부속실 의장실

의회사무국

보일러실

※로비·화장실

계

2회의실

1회의실 자료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국장실

화장실

사회도시위원회실

내무위원회실 운 위원회실

로비

복도

복도

정보화교육장 창고

방청석
본회의장 287m2

1회의실 93m2

운 위원회실 48m2

내무위원회실 85m2

사회·도시위원회실 66m2

자료실 44m2

2회의실 85m2

국장실 34m2

전문위원실 60m2

의장실 62.5m2

부의장실 39m2

부속실 18.1m2

의회사무국 147m2

전산교육장·창고 120m2

보일러실 509m2

836m2

2,533.6m2

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전문위원

구분

정원/현원

계

18/18

4급

1/1

5급

2/2

6급

3/3

7급

3/3

8급

1/1 5/5 1/1 2/2

기 능 직
사무원 기계원 운전원

4층

3층

2층

1층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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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의회장비현황등

PC

19

프린트기

7

팩스

2

앰프

2

CCTV

1

TV

9

복사기
(스케너)

2
(1)

에어컨
(공기청정기)

5
(2)

카메라
(정수기)

3
(1)

오디오
셋트

1

행 정 장 비 방 송 장 비 기 타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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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 자매결연의회

완도군의회현황

의 원

선거구

12

의원정수

12

의원수

12 6 5 1 3 6 3

당 선 내 역 학 력 별 내 역
초 선 재 선 3 선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

구분

정원/현원

접수
구분

종류

총 계
예 산 안
결 산 안

소 계
의 원
위원회
군 수

제 의 안
동의(승인안)
결 의 안
건 의 안
의 견 청 취
청 원

소 계
중요동의
안 건

156
7

79
10

69

14

3

53
53

155
7

78
10

68

14

3

53
53

148

71
10

61

14

3

53
53

7

7

7

1

1

1

조
례
안

기
타

처리 미처리 비 고
처 리 내 용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계

14/15

5급

2/2

6급

2/2

7급

3/1

8급

0/2 7/4 0/1 0/3

기 능 직
사무원 청 경 운전원

직원현황

의정활동

※2000. 7. 1 - 2002.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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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황

완도군의회현황

도시현황

- 행정구역: 3읍9면2출장소

- 면 적: 387.93㎢(전남의3.2%)

- 인 구 : 68,941명(남34,442명, 여34,499명)

- 행정조직: 1실10과2직속기관2사업소3읍9면2출장소

- 재정규모(2002년도기준)

총예산

1,608

일반회계

1,376

특별회계

232

비 고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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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황

■ 행정조직·공무원
행정조직: 구본청(3국2실12과58담당), 보건소(4담당), 의회사무국(3전문위원·2담당), 23동

공무원수: 708명(구본청426, 보건소40, 동224, 의회18)

■ 재정규모
2002년도예산: 1,148억원

재정자립도: 37.24%

■ 건축·주택

■ 세대및인구

면 적

76.45km2

법정동

26

행정동

23

통

546

반

3,573

세 대

114,550 457,704명 228,022 229,682명 △0.65%

2000대비
인 구

계 남 여

아파트구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 고

114,550
65,388
(55.5%)

29,425
(25.0%)

17,825
(15.1%)

5,251
(4.4%)

주택보급률84.73%

2. 구 정 현 황

■ 지역특성

대구동남부관문지역

녹지와생활공간이조화를이루는대구제일의쾌적한주거지역

대구의중추기능인행정·금융·교육의중심지역

세계적인문화·레포츠·관광의메카로급부상

■ 행정구역



1. 회의개최현황

2. 의안처리현황

3. 주요의안처리내역

4. 행정사무감사

5. 구정질문및답변

6. 민원처리현황

7. 기타의정활동

의
정
활
동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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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현황

1. 회의개최현황

회 별 구 분
회 기

일 수 기 간

계

제80회

제81회

제82회

제83회

제84회

제85회

제86회

제87회

제88회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제94회

제95회

제96회

제97회

18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167

14

8

11

7

19

5

6

6

5

18

9

7

7

17

7

9

6

6

2000.  7. 1 ∼ 7. 14

2000.  9. 27∼10.   4

2000. 10. 14 ∼10. 24

2000. 11.   7 ∼11. 13

2000. 12.   5 ∼12. 23

2001.  2. 23 ∼ 2. 27

2001. 3. 23 ∼ 3. 28

2001.  4. 20 ∼ 4. 25

2001.  5. 24 ∼ 5. 28

2001.  7.  2 ∼ 7. 19

2001.  9. 18 ∼ 9. 26

2001. 10. 20 ∼10. 26

2001. 11. 17 ∼11. 23

2001. 12.   5 ∼12. 21

2002.  2.   1 ∼ 2.   7

2002.  3. 19 ∼ 3. 27

2002.  4. 18 ∼ 4. 23

2002.  5.   3 ∼ 5.   8

■ 총괄 : 18회167일

정례회:   4회 68일

임시회: 14회 99일

■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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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2. 의안처리현황

■ 2000년도

구 분 접 수 처 리 보 류
처 리 내 역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계

조 례 안

예산·결산

승 인 안

동 의 안

기 타

27

20

5

1

1

-

26

19

5

1

1

-

24

19

3

1

1

-

2

-

2

1

1

■ 2001년도

구 분 접 수 처 리 보 류
처 리 내 역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계

조 례 안

예산·결산

승 인 안

동 의 안

기 타

30

19

5

3

2

1

30

19

5

3

2

1

25

18

1

3

2

1

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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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 2002년도

구 분 접 수 처 리 보 류
처 리 내 역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계

조 례 안

예산·결산

승 인 안

동 의 안

기 타

11

8

1

2

11

8

1

2

11

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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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3. 주요의안처리내역

■ 2000년도

주 요 안 건

1. 제80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2000. 7. 1 ∼7. 14(14일간)

2. 간사선임보고
운 위원회: 김 대의원
내무위원회: 이병길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배만준의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배만준, 김 대, 장병태, 김재우, 이병길
김우열,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박실경, 김명석의원

4. 현장확인
일시: 2000. 7. 10
장소: 노변동고분유적지문화재발굴현장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6. 휴회의건: 2000. 7. 2 ∼7. 11(11일간) 

제80회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00. 7. 1(토)

제2차본회의
2000. 7. 12(수)

제3차본회의
2000. 7. 13(목)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한해동의원외5인발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 구정에관한질문: 한해동의원, 김상수의원

처리결과회 별



2002 의회보 47

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구정에관한질문: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1. 제81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0. 9. 27 ∼10. 4(8일간)

2.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고일시: 2000. 9. 30, 10. 2(2일간)
보고: 상임위원회에서소관실·과별보고

3. 현장확인
일시: 2000. 9. 29
장소: 범물에서안심간4차순환도로건설공사현장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양의환의원, 손운익의원
5. 휴회의건: 2000. 9. 28 ∼10. 3(6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제82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0. 10. 14 ∼10. 24(11일간)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김 대, 구일회, 배춘오, 김상수, 손운익, 김우열
박용하, 김광수,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의원

4. 현장확인
일시: 2000. 10. 21
장소: 경주엑스포현장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박실경의원, 이병길의원
6. 휴회의건: 2000. 10. 15 ∼10. 22(8일간)

1.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장병태의원외5인발의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본회의
2000. 7. 14(금)

제8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0. 9. 27(수)

제2차본회의
2000. 10. 4(수)

제8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0. 10. 14(토)

제2차본회의
2000. 10. 23(월)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처리결과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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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허가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허가가결

채택

주 요 안 건

1. 구정에관한질문: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배만준의원

1. 제83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0. 11. 7 ∼11. 13(7일간)

2. 김명석의원청가
사유: 장기해외출장
기간: 2000. 11. 7 ∼11. 13(7일간)

3. 현장확인
일시: 2000. 11. 10 ~ 11. 11(2일간)
장소: 수성못정비현장

이서공원및수성구노인회관건립예정지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우열의원, 구일회의원
5. 휴회의건: 2000. 11. 8 ∼11. 12(5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8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2000. 12. 5 ∼12. 23(19일간)

2.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연설자: 김규택구청장

3. 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보고일시: 2000. 12. 6
보고 : 상임위원회에서소관실·과별보고

4. 김명석의원청가
사유: 장기해외출장
기간: 2000. 12. 5 ∼12. 23(19일간)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박용하의원, 김 대의원
6.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

양의환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건: 2000. 12. 6

제3차본회의
2000. 10. 24(화)

제8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0. 11. 7(화)

제2차본회의
2000. 11. 13(월)

제84회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00. 12. 5(화)

처리결과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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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5인)
배만준, 김 대, 김정식,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박용하,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의원

3. 현장확인
일시: 2000. 12. 12 ∼12. 14(3일간)

4. 휴회의건: 2000. 12. 8 ∼12. 15(8일간)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양문환의원외5인발의

1. 구정에관한질문: 양문환의원, 배춘오의원, 장병태의원, 
양의환의원, 손운익의원, 김 대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이병길의원, 배만준의원, 김경동의원,
구일회의원, 김우열의원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제2차본회의
2000. 12. 7(목)

제3차본회의
2000. 12. 16(토)

제4차본회의
2000. 12. 18(월)

제5차본회의
2000. 12. 19(화)

제6차본회의
2000. 12. 20(수)

처리결과회 별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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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양의환, 구일회, 배춘오, 김상수, 손중서, 김우열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배만준, 박실경의원

13. 현장확인
일시: 2000. 12. 22

14. 휴회의건: 2000. 12. 21 ∼12. 22(2일간)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보고: 박종배기획감사실장

1.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2. 23 ∼2. 27(5일간)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고일시: 2001. 2. 24(1일간)
보고: 박종배기획감사실장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4. 휴회의건: 2001. 2. 24 ∼2. 26(3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 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86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3. 23 ∼3. 28(6일간)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김 대, 김정식,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박용하, 김경동,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의원

4. 현장확인
일시: 2001. 3. 24,  3. 27(2일간)
장소: 범어천복개공사현장

청소년수련관롤러스케이트장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경동의원, 허종만의원
6. 휴회의건: 2001. 3. 24 ∼3. 27(4일간)

제7차본회의
2000. 12. 23(토)

제8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2. 23(금)

제2차본회의
2001. 2. 27(화)

제8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3. 23(금)

처리결과회 별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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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 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제87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4. 20 ∼4. 25(6일간)

2. 2000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손운익의원, 김진석세무사, 도구석전직공무원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장병태의원외5인발의

4. 현장확인

일시: 2001. 4. 21,  4. 23(2일간)

장소: 파동도로건설예정지

대구종합경기장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배춘오의원, 김광수의원

6. 휴회의건: 2001. 4. 21 ∼4. 23(3일간)

1. 구정에관한질문: 장병태의원, 한해동의원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5. 24 ∼5. 28(5일간)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실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4. 휴회의건: 2001. 5. 25 ∼5. 27(3일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2001. 7. 3 ∼7. 9(7일간)

감사대상기간: 상임위원회별소관실·과, 동

처리결과회 별

제2차본회의

2001. 3. 28(수)

제8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4. 20(금)

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5. 24(목)

제2차본회의

2001. 5. 28(월)

제2차본회의
2001. 4. 24(화)

제3차본회의
2001. 4. 25(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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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제89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2001. 7. 2 ∼7. 19(18일간)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재우의원, 손중서의원

3. 휴회의건: 2001. 7. 3 ∼7. 9(7일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이병길, 구일회, 김 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한해동, 허종만, 배만준, 양문환, 박실경의원

3. 현장확인

일시: 2001. 7. 13 ∼7. 14(2일간)

4. 휴회의건: 2001. 7. 11 ∼7. 15(5일간)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김재우의원외5인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구정에관한질문: 김경동의원, 양의환의원, 

김 대의원, 배만준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박용하의원, 김우열의원

처리결과회 별

제89회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01. 7. 2(월)

제2차본회의

2001. 7. 10(화)

제3차본회의

2001. 7. 16(월)

제4차본회의

2001. 7. 18(수)

제5차본회의

2001. 7. 19(목)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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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9. 18 ∼9. 26(9일간)

2.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고일시: 2001. 9. 24 ∼9. 25(2일간)
보 고: 상임위원회에서소관실·과별보고

3.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청가
사유: 장기해외출장
기간: 2001. 9. 18 ∼9. 26(9일간)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배만준, 김상수, 손운익, 이병길, 김경동, 양문환, 
박실경의원

5. 현장확인
일시: 2001. 9. 20 ∼9. 21(2일간)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7. 휴회의건: 2001. 9. 19 ∼9. 25(7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

1. 제91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10. 20 ∼10. 26(7일간)

2. 현장확인
일시: 2001. 10. 22 ∼10. 23(2일간)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4. 휴회의건: 2001. 10. 21 ∼10. 23(3일간)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배만준의원외5인발의

1. 구정에관한질문: 한해동의원, 손운익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배만준의원, 김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처리결과회 별

제9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9. 18(화)

제2차본회의
2001. 9. 26(수)

제9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10. 20(토)

제2차본회의
2001. 10. 24(수)

제3차본회의
2001. 10. 25(목)

제4차본회의
2001. 10. 26(금)

불허가가결

수정가결
찬성가결
원안가결
30일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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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1. 11. 17 ∼11. 23(7일간)

2. 2002 월드컵추진상황보고

보고일시: 2001. 11. 22

보 고: 연석회의에서기획감사실장이보고

3. 현장확인

일시: 2001. 11. 20 ∼11. 21(2일간)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5. 휴회의건: 2001. 11. 18 ∼11. 22(5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93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2001. 12. 5 ∼12. 21(17일간)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연설자: 김규택구청장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김 대,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김광수, 윤석기, 양의환의원

3. 현장확인

일시: 2001. 12. 11 ∼12. 13(3일간)

4. 휴회의건: 2001. 12. 7 ∼12. 13(7일간)

처리결과회 별

제9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1. 11. 17(토)

제2차본회의

2001. 11. 23(금)

제93회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2001. 12. 5(수)

제2차본회의

2001. 12. 6(목)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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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장병태의원외5인발의

3. 휴회의건: 2001. 12. 15 ∼12. 16(2일간)

1. 구정에관한질문: 장병태의원, 허종만의원, 양의환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박실경의원, 김경동의원, 손중서의원, 

배만준의원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배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박용하, 구일회, 김 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한해동, 허종만, 배만준, 양문환, 박실경의원

4. 현장확인

일시: 2001. 12. 20

5. 휴회의건: 2001. 12. 19 ∼12. 20(2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 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 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 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보고: 박종배기획감사실장

1. 제94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2. 2. 1 ∼2. 7(7일간)

2. 2002년도부서별주요업무보고

보고일시: 2002. 2. 2, 2. 4(2일간)

보 고: 상임위원회에서소관실·과별보고

처리결과회 별

제3차본회의

2001. 12. 14(금)

제5차본회의

2001. 12. 18(화)

제6차본회의

2001. 12. 21(금)

제9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2. 2. 1(금)

제4차본회의
2001. 12. 17(월)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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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3. 현장확인

일시: 2002. 2. 5 ∼2. 6(2일간)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박용하의원, 구일회의원

5. 휴회의건: 2002. 2. 2 ∼2. 6(5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2. 3. 19 ∼3. 27(9일간)

2. 2001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배만준의원, 김진석세무사, 박건홍전직공무원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 활기획감사실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허종만,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김광수, 윤석기, 배만준의원

5. 현장확인

일시: 2002. 3. 22, 3. 23, 3. 26(3일간)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 대의원, 한해동의원

7. 휴회의건: 2002. 3. 20 ∼3. 26(7일간)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제96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2. 4. 18 ∼4. 23(6일간)

2. 현장확인

일시: 2002. 4. 19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김경동의원, 허종만의원

4. 휴회의건: 2002. 4. 19 ∼4. 22(4일간)

처리결과회 별

제2차본회의

2002. 2. 7(목)

제9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2. 3. 19(화)

제2차본회의

2002. 3. 27(수)

제9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2. 4. 18(목)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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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주 요 안 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2002. 5. 3 ∼5. 8(6일간)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실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배춘오의원, 김광수의원
4. 휴회의건: 2002. 5. 4 ∼5. 7(4일간)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2002. 8. 30 ∼9. 5(7일간)
감사대상기관: 상임위원회별소관실·과, 동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 조례개정
조례안

처리결과회 별

제2차본회의
2002. 4. 23(화)

제9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2. 5. 3(금)

제2차본회의
2002. 5. 8(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승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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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무 감 사

4.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전반에대해업무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정활동과예산심사에필

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수행될

수있도록하기위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회 별: 제80회제1차정례회

※기 간: 2000. 7. 3 ∼7. 8 (6일간)

대상기관: 구청(실·과), 보건소

동(범어1동, 범어2동, 범어4동, 황금1동, 두산동, 지산2동)

감사결과지적사항

구 분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48

29

19

내무위원회

17

12

5

사회도시위원회

31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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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무 감 사

■내무위원회소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상용·일용인부임의당초예산액과제출자료예산액이서로상이하므로시정요망

【조치결과】

일·상용인부임예산액이'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와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

료와상이한것은자료작성기준시점이상이하기때문임

'99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9. 10. 31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금년도 제출한 감사자료

는'99년도당초예산액을집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과부족분을반 한결산추경이

완료된'99. 12. 31 기준으로작성되었으므로예산액이당초와상이함

향후 동 자료작성시 기준시점을 별도로 표기하고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시 조정된 금

액을별도로병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감사자료에금액등수치가상이하므로정확하게작성하기바람

【조치결과】

일·상용인부임 물리치료사는 272일 6,900천원으로 예산에 반 되어 단가가

25,367원인반면보일러관리인부는같은기간6,200천원으로단가가22,794원으로

상이한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이금액은예산편성상금액이고실제집행한것은물리치료사단가는28,330

원(6,828천원÷241일)이고 보일러기사 28,330원(6,091천원÷215일)으로 단가는

모두같음

이는현재서식상집행액에집행일수를별도로표기치아니하여발생한것으로앞으

로집행액에집행일수를병기토록하겠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2002년월드컵을차질없도록철저하게준비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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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무 감 사

【조치결과】

추진체계확립

월드컵준비기획단구성·운 : 8개반43명

월드컵지원반신설: 3명

월드컵종합상황실설치·운 : 2000. 4

주변환경정비로완벽한손님맞이준비

가로환경정비대상물조사: 5개노선3,073건

전지역공원화사업

- 관문진입로식수: 6개사업93,048 그루식재

- 소공원조성사업: 4개소19천㎡

전건축물패션화사업

- 건축구상자파악및협조서한문발송: 45필지

인정이넘치는예절바른대회준비

전주민자원봉사자화: 600명D/B 구축

민박가정모집: 91가구

월드컵정나누기사업: 2가구

월드컵모범업소지정: 250개소

위생접객업소환경개선

- 숙박업소실태전수조사관리카드작성: 134개소

- Smile운동전개: 전단20,000매, 캐치프레이즈표지46,400매

-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서한문6,200매

월드컵붐확산으로성공적개최여건조성

1학교1축구동아리육성

축구이벤트행사개최

시월드컵지원반, 월드컵조직위원회와협조체제구축

부서별업무기능과연계하여총력지원체계구축

주민홍보강화로참여와협조동참분위기조성

환경정비, 관광자원개발, 시민질서의식계도등자체실정에맞는분야별·단계별전

략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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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동의원활한현장업무추진을위해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당초예산에증액편성하

기바람

【조치결과】

'99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대한집행내역을검토한결과대부분이보안등수

선비로지출되었고일부는경로당, 소공원수선등에일부집행

2000예산 편성시 보안등수에 따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적의 조정하 으며 각

동공히1백만원은공통적으로추가반 편성하 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와더불어부족분에대하여증액편성이되도록조치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특정사업에치중되지않고다양한사업에집행이되도

록유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결과 과징금 처분에 따른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

를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체납과징금일제정리: 2000. 1. 27 ∼12. 31

체납자관리카드작성: 체납자에대한주소, 생활실태, 징수가능여부기록관리

체납대상자독촉장및납부서한문발송

체납대상자에대한동산, 부동산조회(타구, 시·도부동산조회의뢰중)

금융재산거래자료조회: 정보제공가능한조세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조회불가

체납처분: 20건33,000천원

부동산압류: 7건11,000천원

동산(자동차) 압류 : 13건22,000천원

무재산자에대한지속적인납부독려로과징금납부의식고취

관련부서(세무과, 지적과등)와의정보교환으로채권확보에최선

제도개선을위해금융재산거래(예금조회)를조회가능토록건의(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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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성적이부진한역도팀을해체하고다른팀으로대체검토바람

【조치결과】

선수1명(전현철) 성적부진및개인사정으로'99. 12. 31 퇴직

역도연맹임원과간담회개최후시체육회와협의를하여역도팀인수기관모색검토

역도팀인수기관을시체육회와협의하겠으며

금년 전국체전 성적 부진시 선수들의 진로를 해결하여 역도팀을 해체하고 태권도팀

창단을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자치센터의근본문제점을면 히파악하여향후확대시행시반 하여개선하기바람

【조치결과】

동별지역특성에맞고특색있는프로그램선정운

주민자치위원회구성시각계각층균형있게위촉

한가지사업이라도내실있게추진

취미와여가를즐길수있는문화생활공간

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의장

각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자원봉사자참여확대

운 재원예산확보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구의회건물에장애인시설이미흡하므로2001. 4월까지는보완설치토록하여불편

이없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출입구, 계단, 건물내부에점자블럭설치(접착형)

점자표지판, 이동형훨체어리프트설치

※옥외점자블럭(매립형), 음향유도기미설치

본관연결하는점자블럭, 음향유도기설치

가로공원조성공사와병행시행(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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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각종공사계약후가급적설계변경이되지않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가급적설계변경지양협조공문발송완료

2000. 7월- 건설과, 도시관리과, 복지행정과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미대부 구유재산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부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

추진중인국·공유재산에대한현황측량을2000년말까지완료

현황측량결과조치

매각및대부가능재산파악

소규모재산은인접한토지소유자에게매각

대부가능재산은홍보하여필요한주민들이대부를받을수있도록조치

반회보, 인터넷등을이용하여국·공유재산의매각및대부신청안내홍보실시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각급단체구성원이2개단체에중복가입되지않도록하기바람(범어1동)

【조치결과】

한사람이2개이상의단체가입자현황파악

2개단체에중복가입된위원전원교체

이중가입자는희망하는1개단체만가입토록조치

각급단체위원위촉시중복가입자배제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자치센터의근본문제점을면 히파악하여향후확대시행시반 하여개선하기바

람(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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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동별지역특성에맞고특색있는프로그램선정운

주민자치위원회구성시각계각층균형있게위촉

한가지사업이라도내실있게추진

취미와여가를즐길수있는문화생활공간

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의장

각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자원봉사자참여확대

운 재원예산확보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통장회의시출석부정리를철저히하여회의참석수당부당지급방지(지산2동)

【조치결과】

통장출근부재정비: 7. 8

통장회의개최: 7. 15

통장회의대리참석불가

월2회씩통장회의정례화

통장출근부정리철저로회의수당부당지급방지

통장직무교육강화로회의참석률제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민방위교육강사선정시민방위업무의전문지식보유자를선정하기바람

【조치결과】

교육과목에적합한전문가로위촉하고있음

매년 변동되는 교육과목에 따라 교수능력이 탁월한 해당분야 강사·교수, 기술자격

증소지자등관계전문가를위촉토록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공익근무요원의출·퇴근점검및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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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담당자실무교육실시

일시: 2000. 7. 21 14:00

대상: 실·과, 동복무관리담당자40명

공익근무요원에대한복무관리철저및기강확립지시: 2회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실태점검실시: 3회

자체복무기강확립실태점검(2회) : 8∼9월중

지방병무청실태점검(복무관리담당) : 2000. 하반기

근무관리위임분야는소관부서별주1회확인점검실시

복무분야별복무관리관련규정엄격적용및일일출·퇴근철저확인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결손처분후재산조사등계속추적하여세금을징수하기바람

【조치결과】

결손처분자에대한전국재산조회실시

행정자치부전산망을통한전국재산조회: 년4회

결손처분금액이500만원이상자에대하여은행신용제한

신용제한('99년) : 159명1,828백만원

결손처분후사후관리강화

결손후시효소멸전까지지속적인재산조회후재산발견즉시결손처분취소후재

산압류및징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결손처리시재산현황을정확히파악한후결손처분하기바람

【조치결과】

전체납자에대한전국재산조회: 년4회

체납자에대한실태조사카드작성

직장, 재산, 거주사항등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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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후지속적인재산조회

결손후시효소멸전까지지속적인재산조회후재산발견시압류

결손처분전체납자에대한재산조사강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조사철저: 년4회

체납자료의정확한전산관리로재산조회누락방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간단한프로그램은정보통신과에서자체개발검토바람

【조치결과】

소프트웨어표준화심의에따른중복개발여부및전국공동활용성검토후개발보급

기보급소프트웨어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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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소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공설경로당이지역별로편중되어있으므로동별적의조정하여설치요망

【조치결과】

수성1가 제일경로당은 시설노후와 협소하여 2001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또는 기

존주택을매입하여보수등을검토중

경로당건립은주변의노인 인구와이용가능인원및인근경로당의거리등을종합적

으로검토하여지역별로편중되지않도록조치계획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구임대아파트에 비대상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주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바람

【조치결과】

해당동기초조사철저(입주자격, 소득, 재산등)

생활보호대상자입주현황수시점검

구임대아파트관리주체인도시개발공사와협의하여지속적으로입주대상자관리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용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

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강화

안전점검: 년4회

운 전반점검: 수시

중점점검사항

종사자복무및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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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관리실태

시설관리상태

종사자직무교육강화(복지시설협회의뢰)

운 분야점검강화(수시)

종사자복무실태수시점검강화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형식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공공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사업의효율성을증대하기바람

【조치결과】

생산성있는사업발굴

농수로석축쌓기및농로확장사업

- 사 업 장: 고모동386-1번지외2개소

- 사 업 량: L = 331M,  H = 1.4M,  B = 0.9M

- 사업효과: 우수기자연재해예방및주민숙원사업을공공근로사업으로시행함으

로예산대체효과거양

재래시장화장실개·보수사업

- 사 업 장: 범어3동로타리시장외13개소

- 사 업 량: 로타리시장소변기교체, 벽면도색등개·보수

- 사업효과: 열악한재래시장공중화장실이미지개선및월드컵대비쾌적한도시

환경정비에부응

휴경농지생산화, 경로당시설개·보수, 소공원조성사업등

주민숙원사업등생산성및공정성있는사업위주로운

구자체예산절감을위해예산대체사업을중점추진

공공근로사업종료에대비하여내실있는사업마무리준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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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통·반별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공고문게첨

입간판및현수막설치: 24개소

수성소식지및수성구청홈페이지게시

각종관변단체회의시홍보

구청전직원국민기초홍보요원화교육실시

통·반장을통한지속적인홍보

동구역담당직원을통해생활이어려우나급여신청을하지않은가구는본인동의를

얻어직권으로신청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내실있고생산성있는공공근로사업을발굴추진하기바람(지산2동) 

【조치결과】

생산성있는사업발굴추진

등산로정비사업

- 사 업 장: 법이산및지산골프장옆등산로

- 사 업 량: L = 1Km 

- 사업효과: 기존의 협소한 등산로를 확장함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숲가꾸기

사업시발생한목재를재활용함으로예산절감효과를거둠

인도블럭정비사업

- 사 업 장: 지산2동지산중학교건너편(1253번지선)

- 사 업 량: L = 200M,  B = 1.1M

- 사업효과: 노후화되고파손된학교주변인도블럭을인터로킹으로교체하여학생

들의등교편의증진및공공근로사업으로주민편익사업을시행함으로

구청자체예산대체효과를거둠

공공근로사업이축소운 됨에따라필수사업위주로운

공공근로자들을기동반형태로운 하여사업효율성증대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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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숙박업소행정처분시행정절차와규정을엄격히적용하여행정기관이패소되지않도

록하기바람

【조치결과】

행정처분시 처분사전통지(청문) 등의 행정절차와 법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처리하

으나

패소사유가 법규적용에는 잘못이 없고 원고의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위반경위, 위반

사실및이사건처분으로입게될원고의경제적손실등을종합, 원고가저지른잘못

의정도에비해불이익이너무커서재량권을일탈한처분이라는법원의판결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및 행정처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반업소 발생

사전차단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식품진흥기금(시범자금) 융자홍보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융자사업홍보사항

홍보책자제작배부: 2종6,500부

- 「위생소식지」: 3,500부

- 「식중독예방으로여름철건강을지킵시다」: 3,000부

홍보팜플렛제작배부: 1,000매

수성소식지(4월) 게재 : 70,000부

융자사업홍보협조공문발송: 관련단체

기회교육실시: 617명(일반음식점)

융자사업에대한홍보활동강화

각종홍보물(홍보책자, 안내전단등) 제작배부및인터넷홈페이지통한대주민홍

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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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청소차량용 유류(경유)구입시 수의계약으로 유류 고가구입 및 특정업체와 유착사례

가없는지재검토

【조치결과】

2000년부터는입찰적격심사제도가실시되어배점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부서(총무과)와협의추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허가 제한으로 기존업체가 독점함에 따라 수거료가 비싸므로

위탁계약시단가를조정하거나자유경쟁이되도록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타구의청소요금조사(무제한허가구4개구및허가제한3개구)

조사대상: 주택, 아파트, 업체

조사방법

- 주택, 아파트: 현장방문조사

- 업체: 전화조사

청소요금인하조정: 2000. 8. 1부터시행

기본요금: 13,920원⇒10,380원(△3,540원25.4%)

초과요금: 1,050원⇒ 546원(△504원 48.0%)

업체의지도감독강화(주1회점검)

인하요금주민홍보- 청소통지서에기재, 인터넷등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구입시가급적국·시비보조금을지원받아구입하기바람

【조치결과】

향후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구입시국·시비보조금을지원받아구입하도록적

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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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대덕지불법매립행위에대하여관계규정에의거행정조치하고주민피해사례가없

도록특단의조치를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2000. 4. 17 : 원상복구통보

2000. 6. 12 : 2차계고

2000. 7.   3 : 고발(수성경찰서)

행정대집행

- 불법매립토사원상복구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어린이공원 소규모 수리비 예산을 동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99년동재배정: 10,000천원

2000년1월∼6월동재배정: 37,300천원

2001년부터소요예산은동에서당초예산으로편성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대덕지가홍수조절기능과자연환경을보전할수있도록사유지를시또는구에서매

입하도록건의

【조치결과】

대덕지수리관계학술용역의뢰

용역위치: 범어천복개시점∼범물동대덕지

시행기간: '99. 11. 6 ∼12. 20(45일간)

용역결과: 강우빈도50 ∼100년확률홍수량의발생경우

- 매립안1∼3안및3안(현재매립시행구간)까지는통수능력이가능하므로매립허용

- 현재매립시행구역이상(4∼6안)은통수능력부족으로매립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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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저수지로보존

수리관계학술용역결과를근거로매립가능한부분까지(6필지) 허가

민원인설득등

하천통수에지장이없도록민원인소유토지(산재된6필지) 포기하도록노력하고

사유지매입여부는타당성검토및시관련부서와협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이행강제금징수실적이저조하므로미징수건에대하여강제처분등징수방안을강구

하기바람

【조치결과】

체납자에대한채권확보: 재산압류

년2회독촉고지서발부

독촉고지서발부: 2000년8월중

반기별체납특별정리기간설정, 지속적징수독려

업무담당자별징수책임자지정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불법광고물지도단속을강화하여광고물수수료수입을증대하기바람

【조치결과】

무허가광고물발생원인사전예방

옥외광고업자교육실시

- 교육일시: 2000. 4. 27

- 참석인원: 대상210명중205명참석

옥외광고물설치허가(신고) 안내문전달및민원실비치: 6,000매

무허가광고물과태료부과: 215건32,290천원(2000. 1. 1∼6. 30)

도로점용료징수(돌출간판, 현수막) : 1,400건72,000천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1,020건31,000천원

모범광고업자표창: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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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설치사전신고홍보강화로불법광고물발생억제및수수료증대방안모색

2002년월드컵대비시범가로, 관문도로중심으로지속적인불법광고물정비

시범가로: 달구벌대로(수성교∼남부정류장)

관문도로: 무열로(효목네거리∼남부정류장)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행정예고,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

【조치결과】

행정예고제운 - 2000. 6. 1

예고대상: 다가구주택, 여관, 유흥주점, 기타주민이기피하는시설

예고방법: 건축허가접수시허가내용을기재한행정예고안내판(문)을현장및동

사무소게시판에1주일간게시하여주민의견수렴

결과조치: 주민수렴의견에대하여건축주와협의

- 주민의견수렴: 허가처리

- 주민의견미수렴: 민원배심원제상정하여결과에따라처리

집단민원이예상되는사항에대하여행정예고제를지속운 하며보완발전시켜나

가도록하겠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황금아파트재건축에따른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계도하기바람(황금1동)

【조치결과】

재건축은 기존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주택을건설하는사업으로 재건축결의요건은다수결의원리

를도입하여재건축을가능케하는제도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을시 인가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가하지 않을시 더 많은

민원이발생할수도있으며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모든 사항은 조합측과 미동의자간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간협의토록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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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의 길을 여는 것이므로 모든 사항은 조합측과 협의하여

해결토록지속적인행정지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차도사용료징수실적이저조하므로체납된물건에대하여압류등필요한조치를

취하기바람

【조치결과】

보차도체납자에대한독촉고지서2차에걸쳐발송

1차- 2000. 5월중

2차- 2000. 7월중

체납자에대한징수독려및전화독촉

보차도체납징수계획수립

징수독려반편성운

고질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재난장비확보와 재해 취약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

저를기하기바람

【조치결과】

보수·보강공사완료: 4개소

을지·신천지아파트, 달구벌대로, 범어3동(99계단주변) 절개지

침수지(팔현마을)에대한재해위험지구지정및집중관리

대형공사장의중점관리대상지정및관리카드작성, 관리책임자지정등정기점검(월

2회) 실시

점검장비를활용한과학적이고신뢰성있는안전점검실시

취약시설에대한지속적인안전점검등집중관리

위험요인발견시타업무보다우선적인보수·보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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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안등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람(공통) 

【조치결과】

관내보안등상반기전수점검실시

각동보안등순찰강화지시

보안등수리시관리감독및폐품회수처리철저지시

고장등신속보수및보안등현황, 보수내역관리전산화철저지시

정기점검: 매월1회이상으로강화

수시점검: 관내순찰시점검

하반기각동보안등담당자교육(2000년9월예정)시보안등보수관리감독철저및

폐품처리에관한교육실시

관내보안등하반기전수점검실시예정(2000년9월예정)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안등을 수리할 때는 받드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수리하고 수리후에는 고장난

부품을회수처리하기바람(두산동)

【조치결과】

각동보안등순찰강화지시

보안등수리시관리감독및폐품회수처리철저지시

정기점검: 매월1회이상으로강화

수시점검: 관내순찰시점검

하반기각동보안등담당자교육(2000년 9월예정)시보안등보수관리감독철저및

폐품처리에관한교육실시

관내보안등하반기전수점검실시예정(2000년9월예정)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도로굴착 공사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가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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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2000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에 따라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심의자료 제출 요청(2000.

7. 14)

도로굴착공사와인도정비공사병행추진

인도정비 병행추진을 위하여 일부구간(국채보상로, 화랑로)사업시기 변경(2000

상반기→2000 하반기)

2000 인도정비사업계획에대하여유관기관과사전협의(2000. 7. 10)

2000 하반기 도로관리심의 시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도로

굴착공사시행시기조정

각종도로상작업시유관기관과협의후동시에시행토록협조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노상주차장일부가개인전용주차장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이므로주차단속요원을

활용하여지도단속을강화하기바람

【조치결과】

각업소(기사식당)를개별방문하여주차질서를지키도록계도

상습주차차량의차적조회및업소에구청장서한문발송

우심지구공익요원고정배치로주차질서계도

쓰레기배출, 불법세차등과관련하여합동지도·단속월1회이상

경찰청에주차금지구역지정재협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불법주차 견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견인대행업소 업주와 단속공

무원교육을강화하여무리한견인이되지않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견인대행업소관련직원및단속공무원직무교육실시

일시: 매월셋째주금요일18:00

장소: 구청단속공무원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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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담당공무원이견인대행업소를수시방문하여현지교육

형평성 시비 및 견인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행업소 및 단속공무원에

대해지속적으로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이일반회계세입자금으로활용되고있으므로이를조기환수

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IMF 이후 지방세 수입 등 구세입 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4,846,080천원을일반회계세입자금으로활용함에따라

환수기간도래전에주차장특별회계관리부서에서주차장관련부문투자사업을위한

예산요구시일반회계예산으로반 하여주기로함

환수금액 원금 4,846,080천원중 4,000,000천원을 2002년 4월에 846,080천원을

2002년12월에환수토록할계획이며

단, 원금에대한이자는동일자치단체내의회계간상호이용이므로이자는환수치않

고원금만환수토록할계획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등록증대여, 타인명의, 무자격자고용등탈법적으로운 되지않

도록지도감독을강화하기바람

【조치결과】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실시

기 간: 2000. 1. 1 ∼6. 30

행정처분현황

부동산중개업소의등록증및자격증대여등위법행위에대한지도단속강화⇒분기

1회실시

계

23

등록취소 업무정지

8

과태료

4

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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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준수집중교육⇒부동산중개업실무연수실시: 2000. 9월경

부동산중개수수료대민홍보강화⇒분기수성소식지게재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새주소 부여사업이 월드컵을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향후 계획에 차질

이없도록추진하기바람

【조치결과】

도로구간체계구성

한 땅이름학회자문

동정자문위원회심의

새주조부여사업확대회의개최

주민설문조사

도로명설정을위한구조조정위원회개최

기초번호및건물번호부여

도로명판건물번호판설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병원 적출물은 혐오물질이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현장을 철저히

확인한후적출물처리업을지정하기바람

【조치결과】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이 2000. 8. 9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으

로업무이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의약분업사태발생시능동적으로수습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구성

본부장: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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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5개조편성(1개반5명) 

비상진료대책본부운 : 24시간운

지도명령서시달: 6. 15 완료

업무개시명령서전달: 폐업시즉시

보건소, 동인력등을동원주소지직접전달

폐업업소확인및기록보존(보건소)

의료기관에대한대체수단총동원

한방병·의원101개소, 약국160개소

집단휴·폐업방지를위한의료계설득

의약분업의당위성대시민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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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회 별: 제89회제1차정례회

※기 간: 2001. 7. 3 ∼7. 9 (7일간)

대상기관: 구청(실·과), 보건소

동(황금1동, 범물1동, 범물2동, 고산1동)

감사결과지적사항

구 분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33

20

13

내무위원회

11

3

8

사회도시위원회

22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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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소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기관공통경비(Pool)를부서별로형평성있게집행하기바람

【조치결과】

기관공통경비인 Pool예산은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후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시 행

정수행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편성한예산으로부서별로집행사유발생시적극지

원하고있음

앞으로부서별현안업무및예기치못한집행사유발생시해당부서를중심으로적극

지원할계획임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에 주요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요사업이 취소되지 않

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주요사업 예산은 그 필요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면 히 검토후 반 토록 주요

투자사업보고회시강조: 2000. 11. 13

2002년도예산편성지침시달시강조·시달 : 2001. 9월중당초예산성립후취소또

는불용되지않도록계획수립단계부터심층분석후예산계상토록지시

주요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분기별 주요사업 심사

평가강화: 년4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청소년육성기금및수혜자가확대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기금조성

적립기간: '91∼'95년까지매년일천만원씩적립

재원: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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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및집행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관리

기금집행은당해연도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지출

기금지급대상

법적·제도적지원을받지못하는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청소년수련활동등의지원사업

지원현황

※2000년, 2001년 : 대학생(1인/1,000천원), 중·고등학생(1인/500천원)

기금조성액의증액을위한지방자치단체출연금추가재원확보방안검토

저금리기조유지로이자수익확대는곤란하나수혜폭확대방안병행연구검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수의계약이입찰계약보다낙찰률이약10% 높으므로수의계약낙찰률을낮추고, 수

의계약시3∼4개업체가참가할수있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추정가격7천만원이하(전문공사) 수의계약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추정가격3천만원이하수의계약실시(낙찰률3∼13% 정도)

수의계약시2인이상견적서제출(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

※계약금액2천만원이하인경우단일견적가능

지원대상분야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대학(교)

시설청소년(3명)
관내어려운청소년(6명)

시설청소년(2명)
소년소녀가장(1명)
관내어려운청소년(6명)

지원년도

계

1997

1998

2000

2001

지원인원

25명

5명

2명

9명

9명

지원금액

18,213

3,500

2,713

6,000

6,0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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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난이도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률 하향조정을 검토하되 수의계약 본래

취지대로운용하여적정공사비보장

견적서제출희망자참여확대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직원복지증진을위해구내식당운 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종사원감축등자체경 합리화로직원복지증진

자진퇴직: 1명(2001. 7월)

구내식당종사원인건비(1명) 예산반 등지원방안모색으로식사의질을높여직원

복지증진도모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민원배심원제운 에있어구의원이배심원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민원배심원위촉: 52명(구의원: 6명)

지금까지구의원의민원배심원참여가급적배제

주민간이해관계가첨예한민원심의시구의원신분상공정한판정기대곤란

선출직구의원의입장난처로배심원활동위축우려

지역실정을잘아는동주민자치위원장을구의원대신참여(21명)

해당지역민원사안심의시참여희망구의원은우선참여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공무상착오부과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착오부과확인즉시감액및환불조치

세무과전직원담당업무중심의연찬회실시

인터넷을이용더낸세금돌려주기시행

매월1∼10일까지전월부과·징수의과오납여부정기점검

미환불과오납자료구청홈페이지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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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업무연찬과직무교육으로착오부과사전예방

과세자료의체계적인관리및정기적확인·점검으로부과의정확성제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세무과직원들이더욱더분발하여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기바람

【조치결과】

체납세일제정리기간설정운 : 연3회

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

체납정리팀운 : 8개팀48명

정리실적: 4,802백만원(현년도: 3,609, 과년도: 1,193)

다양한체납처분활동실시

급여·예금등채권압류: 364명1,660백만원

차량번호판 치: 6,795대1,963백만원

납기내징수율제고로신규체납발생최소화

팀별징수목표관리제지속적운 및기동체납처분반활동강화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IT화대비정보통신과의우수전문인력확보및예산증액의방안을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정보화기반조성을위한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추진중(2001. 4월발주)

직제상향조정, 조직보강등전문화추진촉진방안병행검토

IT화대비인력및예산증액가능성검토

내년도공공부문구조조정이완료되면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의거전문필수

인력확보방안강구

지역발전을위한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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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소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각종단체보조금을운 비로집행한후지출내역을상세히한정산서를받아야하나,

일부단체의경우행사성경비로집행되었거나정산내용이부실하므로시정하기바람

【조치결과】

각보조단체관계자교육및시정공문발송: 7. 24

상세집행내역을포함한정산양식첨부

보조금지급목적및용도에맞게집행토록교육

각보조단체회계담당자정산관련교육실시: 연1회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고용촉진훈련수료자의취업률이저조하고훈련중도탈락자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

로취업을희망하는대상자를선정훈련이수토록하기바람

【조치결과】

미취업자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등록구직알선

구청에서운 하는취업정보센터를통해우선취업알선

취업욕구및취업가능성이높은훈련생우선선발

훈련생과의수시면담을통해중도탈락률최소화

훈련기관에대해취업률에따른인센티브제실시로취업률제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수성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대상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하기바람

【조치결과】

경로우대이용업소홍보

8월수성소식지게재의뢰: 7. 21

각동사무소홍보협조공문발송: 7. 21

보다많은노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홍보실시

안내표지판미부착업소표지판부착- 한국이용사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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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각종 위생업소, 노래연습장의 소송·심판사건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기바람

【조치결과】

단속및소송업무담당공무원교육실시

주관: 대구지방검찰청

일시: 2001. 7. 26(목) 10:20

장소: 대구지방검찰청

내용: 사법경찰관의송치사건에대한지적사항등단속·소송업무교양교육

단속·소송업무담당공무원자체직무연찬강화

합동단속반에대한확인서(자인서) 작성요령

행정심판, 소송진행절차등

위반업소행정처분시의견제출절차확행

행정처분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으로승복률제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들안길먹거리타운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조형물설치방안을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선전탑건립예산확보: 120백만원(2001년도본예산)

설치장소선정을위한현장조사및검토

제1안: 도로부지활용선전탑건립

- 위치: 들안길일원도로부지

- 면적: 선전탑디자인에따른적당한면적

제2안: 일정부지확보소공원(쉼터) 선전탑건립

- 위치: 들안길삼거리외

- 면적: 250평정도

설치장소등추진방안에대한의견수렴및결정

결정방안에따른행정절차(부지매입, 디자인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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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LPG차량가스충전소지도점검결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물배상금액가입미달,

가스누출검지기 작동불량 등 위반내용에 대하여 개선권고 조치한 바 향후 주민안전

을위협하는위반업소에대하여고발등행정처분을강화하기바람

【조치결과】

2001 가스안전관리추진계획수립

정기및수시점검: 4회(상·하반기및우기대비, 해빙기)

해빙기및하절기가스안전점검

점검방법: 구및한국가스안전공사합동점검

점검결과: 행정처분1개소(개선권고)

가스사고예방점검활동강화

재난관리대상시설로서분기1회정기예찰활동실시

가스공급시설합동점검및가스안전관리추진

지속적인지도점검및예찰활동실시

가스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위반업소행정처분강화

고발및사업정지등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분뇨관련 업위반자중과태료, 과징금체납자독려로빠른시일내에체납액이징수

될수있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2000. 11. 17 납부독촉공문발송

유선등을통해조기납부토록독촉

2001. 8. 30일까지납부독촉공문발송후미납시재산압류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저소득 주민 집지역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도록 하

기바람(범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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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종량제봉투사용률조사

단속및조사일시: 2001. 7. 25 20:00 ∼23:00

무단투기단속실적: 17건, 1,550천원

종량제봉투점검개소: 취약지129개소

저소득층주민 집지역에대한홍보강화

수성소식지게재

취약지소골목단위반상회실시

아파트방송시설및홍보전단을통한홍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홍보

취약지및저소득층아파트에대한불법투기단속활동강화

구·동합동단속: 매주수요일

동자체단속: 주1회이상실시

규격봉투사용률조사: 매월마지막수요일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쓰레기불법투기행위가아직도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홍보를강화하여근절할수

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조치결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종량제봉투사용률조사

단속및조사일시: 2001. 7. 25 20:00 ∼23:00

무단투기단속실적: 17건1,550천원

종량제봉투점검개소: 취약지129개소

생활쓰레기및재활용품문전수거및수거시간홍보강화

수성소식지게재및반상회를통한홍보

각아파트방송시설및홍보전단을통한홍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홍보

불법투기단속활동강화

구·동합동단속: 매주수요일

동자체단속: 주1회이상동별적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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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수목식재 공사시 공사기간, 공사범위가 유사한데도 수의계약 하고 있으므로 예산절

감을위해계약방법을개선하기바람

【조치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동일예산과목내 사업성격과 시행시기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일괄설계와경쟁입찰시행으로예산절감도모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대덕지관련민원이조속한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수리용역결과홍수시하류지역의치수에지장이없는매립범위의구청안을민원인에

게통보

통보일: 3회(2000. 3. 27, 4. 10, 6. 22)

통보내용

- 수리용역결과매립가능최대범위와민원인이요구하는안을절충한구청안을통보

- 구청안수용시민원인소유토지13,040㎡(3,945평) 보다355㎡(107평)더많아짐

※민원인은구청제시안에대하여불응

구청제시안수용토록민원인과대화로설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정안이제시되면적극검토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어린이공원, 동네체육시설을수시로점검하여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람

(고산1동)

【조치결과】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시설물개·보수비 예산: 41,600천원

집행: 20,250천원

어린이공원관리이관: 200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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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체계 구청: 시설물신규설치, 수목관리등

동 : 노후시설물개·보수, 모래부설, 도색등

시설물점검및정비

- 정기: 년2회(4월, 9월) - 동

- 수시: 구청(월1회이상), 동(주3회이상)

동네체육시설

체육시설물의정기순찰및정비

체육시설물개·보수: 범어공원외9개소13,630천원

노후·불량시설물조기개·보수로각종안전사고예방

현장에서조치가능한것은즉시조치

안전사고우려가있는시설물은안전관리책임자지정후위험요소해소시까지중점

관리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항측, 신고등으로적발된무허가건축물이철거된후재발생하는사례가많으므로순

찰활동을강화하여재발되지않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명예감시원제시행

동행정에관심이많고활동적인자를동별5명내외로선정하여무허가건축물감시

활동전개

적발책임제확행

동장및구역담당직원1일1회이상순찰

시공근절홍보

안내문제작배부- 319개소(건축사무소141, 소규모건축관련업소178)

『기동단속반』편성운 : 3개반15명

지속적인순찰강화로재발방지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자금난등으로공사가중단되거나일시중지된사용승인미필건축물에대하여독려

하여빠른시일내에공사가재개되도록하기바람



수성구 의회92

행 정 사 무 감 사

【조치결과】

부도·자금난: 제3자인수등으로공사재개유도

분 쟁: 분쟁해소후사용승인

위 반 시 공: 시정후사용승인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사전입주로인한이행강제금징수실적이저조하므로채권확보등강력한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기바람

【조치결과】

미징수건에대하여압류조치: 1999. 4. 21

※기압류로채권은확보됨

이행강제금납부독촉및위반사항시정독려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차도 점·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독촉고지서 발부, 압류 등으로 조속히 징

수할수있도록하기바람

【조치결과】

체납자에대한독촉고지서2차에걸쳐발송

1차: 2001. 3월

2차 : 2001. 5월

체납자에대한징수독려및압류예고통지

소재파악및전화독촉

압류예고통지

체납자에대한체납징수계획수립

압류예고통지후재산압류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안등수리에따른예산이많이집행되고있으므로향후보안등을수리할때는반드

시현장을확인하기바람(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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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각동보안등관리철저지시

보안등수리시현장확인철저

보안등일제점검및분임관리책임자점·소등관리철저

각동업무지도점검및보안등수리시현장확인점검

건설과주관하에각동간업무교류

유지관리기술적문제및효율적인관리대책등모색

주민홍보강화

반상회및동산하각급단체회의시주민홍보강화

인근주민협조부탁및고장신고등교육홍보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도로건설등각종건설사업으로편입되어발생된잔여토지(자투리땅)에대하여토지

소유자가원할경우잔여지를구에서매입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을건의함

【조치결과】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잔여지요건에 해당하여 잔여지로 인정되는 토

지는협의기간이나수용재결열람공고기간중소유자의매수청구를받아사업예산내

에서매수청구조치

위 잔여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잔여지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

회에상정하여심의하거나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상정

사업예산편성시 사업중 발생할 잔여지매수 예상금액도 포함 편성하여 잔여지 적극

매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산사태예상지역의순찰을강화하여사고방지에만전을기하기바람(범물2동)

【조치결과】

하수본관유입구일제정비

토사, 나뭇가지, 풀줄기, 썩은나무, 비닐류등제거(동시행)

범물2동667번지하수본관흄관및집수낙차공보수(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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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물배수지옹벽보강공사(상수도사업본부시행)

우수기대비하수본관유입구지속정비

순찰강화로위험요인사전제거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과도한단속이되지않도

록단속요원교육을강화하고사전예고방송등홍보를실시하여민원이최소화되도

록하기바람

【조치결과】

단속직원교육실시

직원교육: 주1회

합동교육: 월1회(견인소직원포함)

교육내용

- 주차단속시민원감소대책

- 현장민원발생시처리방법및유의사항

현장민원해결

단속직원이책임해결

디지털카메라활용이해설득

단속공무원및견인대행업소업주교육지속실시

사전안내방송등으로단속민원감소지향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교통유발부담금은비부과면적을제외한연면적 1,000㎡이상시설물에대하여부과

하는것이므로체납할경우반드시채권확보(재산압류)를하여징수할수있도록하

기바람

【조치결과】

체납자압류조치

독촉고지(11월) 절차를거쳐12월부터압류조치

압류실적: 191건110백만원(부동산:44건, 자동차: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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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부과분에대한체납건에대하여는독촉고지후일괄압류조치

과년도 체납자 중 채권미확보건(무재산자)에 대하여 수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신규

재산발견시즉시압류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건수,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요인을 분

석징수방안을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체납과태료일제정리기간설정운 : 연2회

체납자독촉고지서발송: 2회(23,250건, 943백만원)

징수독려반편성운 : 2개팀8명

세외수입에대한인식전환및관심도제고를위한다양한체납과태료채권확보실시

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를위해가산금부과, 운전면허에벌점부과,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치등의방안에대해시에건의

팀별징수목표관리제지속적운 으로신규체납발생최소화

지속적인체납독려, 고지서발부, 대체압류등다각적징수방법채택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압류재산 처분, 자금추적 등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조치결과】

개발부담금체납시독촉절차를거쳐재산압류조치

재산압류: 33건(건물4, 토지22, 자동차7)

체납자에대하여는수시재산추적으로채권확보조치

장기체납자는압류재산공매처분으로강제징수조치

【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

보다나은보건의료서비스를위하여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검토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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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현원부족으로인한보건의료서비스차질우려

보건소 업무가 종전 전염병 예방관리기능에서 재활·건강증진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건강증진및정신보건사업등신규사무증가추세

특히의약분업으로개업의사가늘면서상대적근무조건이열악한보건소진료의사

를기피하는현상대두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신규 소요인력에 대해

서는 기능쇠퇴분야 인력으로 자체 조정하고 향후 구조조정 완료(2002. 7월)후 필수

전문인력추가확보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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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질문및답변

■2000년도
질문횟수:  3회

질문의원수: 21명

질문건수: 48건

■분야별질문내역

구 분

계

일반행정

문화체육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건설·건축

기타

계

48

10

7

1

10

2

2

3

9

4

회 기 별 질 문 건 수

11

1

2

1

2

1

4

제80회
제1차정례회

제82회
임시회

제84회
제2차정례회

10

3

5

1

1

27

6

7

1

3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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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인인구에대한복지계획및향후양질의의료서비스계획은? 

【답변】고령자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로는성인병등각종질환을예방하

는데역점을두고보건소에서고령자를위한암검사그리고성인병

조기발견을위한건강증진실을운 하고있으며만성관절염등노

인성질환치료를위해물리치료실을운 하고있음. (부구청장)

【질문1】구청에서문서사송전담요원및문서전담차량을확보하여동별시

간을배정, 문서사송을함으로써문서사송에따른동업무의공백을

최소화할수있다고생각되는데이에대한대책은? 

【답변】금년 9월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동별로 평균 3 ∼ 4명 정

도의감축이불가피하게되므로종전동사무소에서실시하던문서

사송업무를구청으로이관할계획으로있으며구청에서문서사송

전담요원과차량을확보해서매일각동별로정해진시간에따라순

회 사송토록 해서 동사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부구청장)

【질문2】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된 황금1동 391번지 ∼ 138번

지선 박물관 뒤편 도로건설 사업이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

는데공사를시행하지않는이유는?

【답변】도로를개설하기위해 2000년예산에 7억 3천만원을요구하여 99

년말 시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 으나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나 도

- 제80회제1차정례회-

(2000. 7. 1 ∼ 7. 14)

한해동의원
(만촌1동)

김상수의원
(황금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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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장등사업비로는부족한실정이라적어도1억5천만원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시 예산부서와 협의 하 으나

시재정상당장추가확보는어려운실정이라하므로앞으로시와지

속적으로긴 히협의하여추진해나가겠음. (부구청장)

【질문1】다세대주택(원룸, 투룸)허가난립에따른민원방지책은? 

【답변】지난 6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룸사롱, 여관, 사찰, 교회, 기타 혐오

시설 등 님비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인허가 신청시에는 행정예고제

와 민원 배심원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

고있으며주민들로부터칭송도있고구청에격려전화도옴. 앞으로

집단민원예방을위해이제도를계속시행하면서더욱보완발전시

켜주민들로부터신뢰받는구정이되도록하겠음. (도시국장)

【질문2】보안등유지보수에관한예산확대용의는? 

【답변】보안등 보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을금년도에 적게

편성한것은예산절감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감안한것이며예산

이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대 조치하여 주민불

편이없도록하겠으며아울러보안등유지및보수비는동소규모주

민편익사업에포함된예산임을감안하여유지및보수를위한각동

의실수요를정확하게파악해서예산에반 토록하겠음. (도시국장)

【질문3】가스판매업소도심복판허가로인한대주민민원방지책은?

【답변】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업소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에

대하여는즉시점검해서법이정한시설및기술이행여부를확인하

여 부적합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하여 특별관리토

록하겠으며, 가스판매시설에대한지속적인안전점검으로주민불

안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주택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부

서와긴 히협조하여건축물용도변경시사전행정예고를철저히

장병태의원
(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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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인근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하겠음. (사회산업국장)

【질문1】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신청자 소득조사 등 준

비에따른문제점과대책은? 

【답변】개별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 산정과 아들이나 딸 등 직

계존비속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

며 향후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차량소유, 소

득·재산등선정기준초과로인한일부탈락자의항의와생계비차

등지급에따른민원발생소지가우려됨. 그러나조사대상가구에대

한정확한소득·재산파악을위하여행자부,건교부, 연금관리공단,

국세청등관계부처전산조회를근거로하여개별가정상담을통하

고성실답변을유도하고있으며수급자선정과정에서제외되는가

구중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을보아급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혜택을 받

을수있도록하겠음. (사회산업국장)

【질문2】에너지소비절약대책은? 

【답변】에너지 절약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 10% 절감운동을

위한추진체계를갖추고강력히추진하고있으며, 직원들의승용차

10부제운 과자동차함께타기운동, 통근버스이용하기, 주1회대

중교통이용하기운동을더욱활성화하여유류절약에솔선수범하

겠으며, 공공건물 신축시 초절전형 형광등을 사용하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토록 할 계획

임.(사회산업국장)

【질문3】구의종합적인재난·재해예방대책은? 

【답변】종합상황실운 을연중24시간운 토록하고중점관리대상의시

설물점검을연2회실시A, B, C, D, E 등급으로구분관리하고재난

배만준의원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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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및복구비를확보해서추진중에있으며, 재난안전점검장

비와긴급구조구난장비를확보해서유사시에대처하고있음. 특수

시설사업으로지역방재POST를운 함으로써주민의자주적방

재역량을키우고유사시초동대응으로피해를최소화하는데목적

을두고추진하고있음. (도시국장) 

【질문】대덕지학술용역결과및대덕지불법매립행정조치지연이유와향

후대덕지보존대책은?

【답변】용역결과는강우빈도가50년내지100년확률로계산했을때현재

대덕지중에서민원인이요구하는6필지까지는매립을해도100년

단위로 대 홍수가 나더라도 통수에 지장이 없음. 허가 구역에 작업

하는 과정에서 일시사용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매립되어 4월 7

일자 시정명령 하 으나 이행치 않아 4월 12일자로 2차계고를 한

후 7월 3일 수성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임으로 어떤 조치를 늦추고

한것은없음. 대덕지보존문제는학술용역결과대로매립가능한

6필지는허가를하고나머지부분을유수지역할을할수있는소규

모저수지로보존하도록하겠음.(구청장)

【질문】정화조청소업체의신규허가제한을풀어자율경쟁을유도해정화

조청소업무가원활하고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할용의는?

【답변】기존 4개 업체로도 처리 능력이 여유가 있으므로 이것을 개방하기

보다는업체대표를불러지금타구에는이런실정에있으니까요금

을낮추어라그렇지않으면타구처럼50원, 40원내려올때까지경

쟁에의해서하겠다라고제안을해서설득을시켜요금을하향조정

하는방향으로하겠음. (구청장)

손운익의원
(범물1동) 

허종만의원
(수성1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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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회임시회-

(2000. 10. 14 ∼ 10. 24)

장병태의원
(황금2동) 

김재우의원
(중동) 

【질문】동기능전환에따른인력배치및취약부서기능강화방안은? 

【답변】중앙정부에서 세운 기준에 맞추어서 가급적 하되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않는부분이있다면조정을해서라도큰테두리는맞추되우리

실정에맞도록운 을추진하고있음. 인구수에따른일률적인인력

배치기준은지역설정과는다소불부합되는경우가있을수있기때

문에동의특성을감안해서총수범위내에서인력배치기준을마련

중에 있으며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한 후 확정

시행토록하겠음. (부구청장) 

【질문1】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수급자의선정기준은? 

【답변】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이면서가족의부양을받지못하고재산이일정기준이하인가구이

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

유하고있는주택전용면적이15평이상소유자와전세가구전용면

적 20평이상가구, 승용차소유가구는수급대상에서제외됨. (사회

산업국장)

【질문2】수급자의선정과정에서경직적인법적용으로인하여기존생보자

와신규급여신청자탈락자현황은?

【답변】총 5,406가구가 최종수급자로선정되었으며 소득·재산, 부양의무

자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가구는 신규신청 1,939가구중 28.4%인

550가구와기존생보자중8.2%인361가구등911가구가탈락되었

음. (사회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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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기존생보자중탈락한가구에대한구제대책은?

【답변】조사결과탈락가구에대해서는공공근로사업에우선참여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또한소득재산의변경등제반여권변동

이있는경우에는언제든지재신청이가능하고신규신청자에대해

서는14일이내에조사결정통지하고있으며이경우에도특례기

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됨. (사회산업국장)

【질문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인가족기준으로생계비가최고 93만

원까지지원되는데우리구의재원은충분한지와10월부터지급할

경우총지급금액은? 

【답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우리구의 10월 생계비

급여액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 되었던 9월 생계급여

의 지급액인 6억 7,000만원 보다 4억 2,600만원이 많은 10억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80%, 시비10%,

구비10%임. 그리고2001년도에생계급여부담액은올해보다순수

우리구 재정으로 지원될 예산액이 약5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

됨. (사회산업국장) 

【질문5】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에대한가구별자활지원계획은? 

【답변】보장기관인우리구, 남부고용안정센터와관내7개의민간사회복지

기관 등으로「지역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구별 자활지원

의뢰및사후 관리등자활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상시연

계체계를구축하여운 하고있으며직업훈련, 구직알선, 공공근로

사업, 창업지원등을남부고용안정센터에자활지원의뢰하고있음.

(사회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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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운익의원
(범물1동) 

배만준의원
(두산동)

【질문1】주민자치센터시범실시동평가결과장.단점및문제점은?

【답변】장점은 동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에 주민들이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해서새로운문화복지공간으로자

리매김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 에 주민들이 직접참여 함으로

써주민자치의식을함양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는점과문제점은

운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주민전체 수에 비해서 이

용율이 낮고 이용계층이 여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

을운 지도할전문지식을갖춘자원봉사자, 강사요원이나지도요

원, 보조요원등전문지식을갖춘자원봉사자를모집하는데애로가

있으며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위원회운 방안에대해심의하는

데자치위원들의전문지식이다소미흡하여자문이나심의등이곤

란한문제가있음. (부구청장) 

【질문2】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해주민자치위원회에예산지원할용의는?

【답변】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기본 목적과 타 지역과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하며

예산을지원할려면우선조례개정을해야하나이것은중앙의방침

과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문제는 운 을 하면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

됨.(부구청장) 

【질문1】수성못보수공사추진상황과공사계획은?

【답변】'99년6월에수성유원지호안블럭이노후로인하여시설자체가 부

분적으로 훼손되고 미관상 상당히 불안하고 수질에도 여름철에는

냄새도나고오염된상태라시에건의해서6억1,000만원이배정되

어 1999년 11월 25일부터 2000년 2월 2일까지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했음.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하고 협의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감안 동절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현재에는 10월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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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입찰해서 (주)문화종합건설이 도급자로 결정된 상태이며 공

사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도시국장) 

【질문2】수성못둑포장마차상인들에대한대책은? 

【답변】포장마차 철거 상인들이 2,000만원 까지 보증인 없이 생계지원을

할수있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만보증인없이신용대출은상당히

어려우므로주민들하고대화는계속하고있는중임. 생계곤란자, 근

로의욕이 있는 포장마차 운 자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

는기회를적극적으로지원해서주민들생계에어느정도도움을줄

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 (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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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제2차정례회-

(2000. 12. 5 ∼ 12. 23)

양문환의원
(지산1동)

【질문1】2002년월드컵대비대시민선진질서의식고취에대한방안은?

【답변】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친절, 질서, 청결 3대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친절을 위해서는 전시민을

자원봉사자화하고 직능 단체별로 친절에 대한 수범사례를 만들어

반복적인교육을통해서친절이몸에베이도록하겠음.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확립시켜야 되겠으며 기초 질서라는

것은거리질서, 특히차선지키기, 끼어들기안하기등도로교통법에

의한 준수사상을 지키고 공중시설을 잘 애용하고 관리하는 질서운

동과 행사장이나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줄서기 운동을 대대적

으로펼쳐서관람객들에게좋은인상을풍기도록하겠음. (구청장)

【질문2】월드컵대비와관련하여내년도공무원의사기앙양대책은?

【답변】공무원 직장 자율회와 직장금고 자산으로 저리로 공무원들에게 융

자해생활에도움이되도록하고취미클럽활성화를위해취미활동

비를지원해주고모든공무원들이한개이상의취미클럽에가입해

여가를선용취미생활을할수있도록할계획임. 일잘하고능력있

는우수공무원을많이발굴, 포상도하고산업시찰이나특별휴가를

실시하여사기를앙양하겠음. (구청장) 

【질문3】장기발전계획에의한들안길활성화방안은?

【답변】들안길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크게나누면우리구청에서해야

할 일과 번 회에서 해야 할 일로 구분이 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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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은 들안길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

기위해서는들안길양쪽에인도를새로정비하고가로등도먹거리

타운에맞는구조로바꾸고가로수를재식재하여내년도에먹거리

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서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먹자

골목이구나하는것을느끼도록할것이며또한업소마다환경정비

를위해건물의내외부모양을갖추고화장실을개선하는등업소환

경을대대적으로정비하겠음. (구청장) 

【질문4】지산·범물지역장기발전계획에따른종합병원, 소방서, 공공도서

관등공공시설부지확보대책은? 

【답변】장기발전계획상 종합병원을 유치할 고산시지 지역은 곽병원에서

'97년도에 이미 부지를 매입 욱수동 48번지에 약 5,500평을 확보

해서400병상규모로사업착수2001년상반기중에착공할예정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서 건립문제는 현재 범물동 1259번지 구

변전소 예정자리에 1,360평의 부지를 확보하 으며 현재 정부가

구조조정중이므로2003년정부구조조정이완료되는시점이지나

야소방서시설이가능할것임. 도서관건립은3개년계획으로대구

시에서예산지원을받을경우에크게무리가없는데준공후에인력

배치, 예산지원등교육청에서관리하는문제가중요함. (구청장)

【질문5】범안로 민 화사업으로 인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및향후대책은?

【답변】'96년도 실시설계 공사비가 2,818억원으로 늘어나 대구시가 투자

할 방법이 없어 민자사업을 유치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민자사업

으로 하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통행료를 내면서

민자부분을 회수할 때까지 유료로 하는데 무료는 안된다는 주장이

며이문제는앞으로계속해서시와협의를해야되는데1차적으로

내년 5월에 이도로가 임시개통되니까 완전개통시까지만이라도 무

료로하자고대구시와협의하고있음.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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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실정에맞는소신행정을할수없는현실에대하여?

【답변】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보면 자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

서이조례를정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법령에위임이 없으

면자방자치에대한입법을정할수없으며이것은지방자치를하면

서정부의각부처가지방자치에간섭을하고통제를하는수단으로

활용하기때문에모든권한이중앙집중으로되어있고지방에는사

실상뚜렷한실권이없는그런상태이므로지방자치권의확립을위

해서계속해서이문제를중앙에건의할생각임. (구청장)

【질문2】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못하는 사유와 지방 세수확충 방안이

있는지? 

【답변】재정자립도도현행조세제도가전부국세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

지방세가아주허약하며현재232개기초자치단체중에서자체수

입으로 인건비 조차도 해결 못하는 단체가 약 58%정도 되므로 시

세와 구세 일부 조정을 위해 국제행정위원회에서 법개정을 다루고

있음. 취득세나등록세등시세를구청에서징수시에납부하는데따

른징수교부금징수에대한수수료율을3%에서6%로상향을요구

이렇게되면43억원이되며그러면자동차세에서241억원, 시비조

정교부금에서 46억원, 시세교부금에서 43억원 총 약340억원 정도

가더늘어나기때문에면허세를주고자동차세를받고시세징수수

수료를 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고시에건의하고있는실정임. (구청장) 

【질문3】중앙과지방간에적정한권한배분문제는? 

【답변】현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작년7월에 여기에 대한 법

률이제정이되었고또작년12월에는대통령직속으로지방사무이

배춘오의원
(수성2·3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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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

무는 전부 267건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건수는 전체가 900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중앙에서 넘겨주는 업무

는 별볼일 없는 일만 넘겨주고 건수만 많고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이런상태이므로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주민과함께행정을

수행할수있도록계속건의하겠음. (구청장)

【질문1】숙박업소현황과향후관리나허가대책은?

【답변】수성구의숙박업소여관은134개소로두산, 황금, 중동지역에75개

소가 있으며 '99년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허가에 대한 통제권

한이 전혀 없어 여관이나 원룸 시설들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안해

줄 수 없음. 종전에는 허가제로 되었으나 '95년 신고제에서 '99년

에통보제로바뀌어허가도신고도아닌자유성격으로되었음. 도시

계획변경으로 상업지역을 신설하다 보니 여관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유업인여관을건축법상통제할기능이없게됨에따라우리구에

서작년6월부터관계부처, 국회에건의하여향후여관의허가문제

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하겠음. (구청장) 

【질문2】다가주택현황과향후대책은? 

【답변】우리지역의 다가구주택 수는 360개소로 '97년도에 40건, '98년도

에 17건, '99년도에 187건, 금년에는 166건임. 민원배심원제가 집

단민원을잠재우고또다툼이있는민원을합리적으로조정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나 경실련 국무총리

실에서도성공한사례로높이평가하고있고건축법자체가개정되

어 우리가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없을것임. (구청장) 

장병태의원
(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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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월드컵을대비해서국가와시의추진현황은? 

【답변】정부에서는 대구경기장 건립 공사비의3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

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장 건립 공정은 80%정도

임. 대구시에서는 경기장 시설과 경기장 진입로, 주변 관련도로 개

설로써진입도로는달구벌대로솔정고개에서경기장으로들어가는

길인데 폭 50m도로로 현재 62%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첫째가 범안도로로 우선 범물동에서 고산 달구벌 대로

까지 구간은 내년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 삼덕동에서 시지

택지개발지구까지도로는현재89%공정을보이고있음. 수성구청

에서는주경기장건설과연결되는노선전부에대한공공용지조경

과 전체적인 시가지 환경정비, 다음에 손님맞이준비로써 친절, 질

서, 청결의 3대시민운동을전개해서추진하고있음. (구청장)

【질문2】월드컵대비수성구가지원받은예산및협조체계는?

【답변】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내용은 19개 사업에 139억 9,000만원

으로써분야별로는가로정비분야12개사업에21억 3,300만원, 도

시녹화분야 5개 사업에 110억800만원, 도로교통정비분야 27개사

업에 7억 7,900만원임.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서 기본 계획은 대구

시가수립하고거기에대한분야별집행은대구시와수성구청이분

담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비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현재에는주1회추진상황보고회를해가면서준비해가고있음.

(구청장)

【질문3】경기장 건립으로 주민에게 행위제한 및 경제적, 심리적 피해는 없

는지? 

【답변】대구경기장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걱정되며, 우리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

한을완화해줄것을정부에50여차례건의했음. 금년7월관련법이

양의환의원
(지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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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 원주민에 한해서 주택신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 시설들

이 허용되는 등 많이 완화 되었음. 도로개설로 마을과 마을이 차단

되지않도록중간통로를개설하고도로개설로인해서주택이철거

되면이축이가능하도록하며오래된경로당도새로마련해주는것

으로내년예산에확보되는등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주력하

겠음. (구청장)

【질문4】월드컵종료후경기장및주변상권의구체적인운 계획은? 

【답변】대구시에서는 내년1월까지 민자사업이나 경기 이후의 활용대책에

대한계획을다시재수립해서일부내용을수정해서내년상반기에

설명회를개최하고이대회를치르고나서사업자가선정되면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대회 이후에 지역주변의 상권 개발과 활용대책

에 대한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계획 일부를 수정하고 있는 단계임.

(구청장)

【질문5】지방공공재 예산에 있어 수목구입 및 이식 등 소비재목에 많은 역

점을 둔취지는? 

【답변】개발의방향을지금까지는도로포장, 하수도등물량중심으로개발

해왔지만이제는질적인면으로전환해주민의삶의질을높여주는

쪽으로투자의방향을바꿀때가왔다고생각함. 우리구가관리하고

있는수목은가로수·조경수합해서31만여그루가되며대다수주

민들이이제는내가사는생활주변에서간단한휴가를즐길수있고

취미생활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방향을삶의질을높여주는방향으로바꾸기위해서는첫째는우

리지역을좀더푸르고아름답고품위있게만들어야하고그러기위

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31만여 그루지만 더 심어서 숲

이 우거지고 정말 숲속에 아름다운 건축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주

민들이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보금자리를만들어야되겠다는것

이현재시대적인흐름임.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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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운익의원
(범물1동) 

김 대의원
(범어3동) 

【질문】각종 주요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를 최저가 입찰제도로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99년이전에는최저가입찰로했습니다

만그로인해서일어나는문제가부실공사로인해상당한문제가생

겼으며최저가입찰제도를하는그당시에는수십억대의공사가단

돈 1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 '99년9월에국가계약법시행령을개정해서추정가격30억원미

만공사는예정가격의90%선에서가장낮게입찰한사람을낙찰자

로선정하도록법을개정하 으나문제가있어경쟁입찰공사를적

격심사제도로바꾸었으며모든공사의경쟁입찰은적격심사낙찰제

로전면확대시행하게되었음. (구청장)

【질문1】독거노인의 안전과관련 소방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수성구독거노인및 119호출기대상인원현황과지급

시기는? 

【답변】119호출기 관련사업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본 사업은 무선벨 시스

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추진배경은 현대 사회의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점차 핵가족화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홀로사는노인도점차증가추세에있는실정으로무의탁노인의거

동불편 노인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갑작스런질병 등 위

급상황에 대비하고 이를 노인들과 소방본부 상황실간에 상호 연락

이가능한자동신고장치를신고운 하여독거노인이위급한상황

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우리 구에서는 거동불편 노인

또는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무의탁독거노인을우선선정하여실

제로필요로하는독거노인부터수혜를받을수있도록소방본부와

서로유기적인협조체제를이루어효과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노

력하겠음. 65세이상노인은작년말현재2만7,377명으로서인구의

5.9%를점하고있으며이중홀로사는노인은5.8%인1,603명으로

할아버지가308명, 할머니가1,295명임.(사회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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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전세자금융자집행과관련하여융자신청기간을보다많이늘리는

등전세자금이꼭필요한수요자에게적절히공급해줄수있는개

선방안은? 

【답변】전세자금은 저소득 무주택 주민에게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 기

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써 융자신청접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전세자금

이필요한융자대상자는연중언제라도거주지동사무소에융자신

청이가능하며동사무소에서는거주실태 조사후구청으로의뢰하

면구청에서는서류검토후적합하면주택은행및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통보 후 대상자는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한국주

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게 됨. 앞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

세자금이더많이지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음. (사회산업

국장)

【질문1】고산지역의미개설소방도로에대한개설대책은?

【답변】우리구 도시계획 소방도로 현황은 총1,024개 노선에 226.8Km로

서 현재824개 노선에 185Km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200여 노선

41.8Km가 미개설된 상태임. 고산지역에는 총229개 노선 46.8Km

중에서 149개 노선 33Km는 도로개설 완료되어 있고 현재 80개

노선 13.8Km가 미개설 되어 있으며 미개설 되어 있는 고산지역의

새도로개설에는약830억원정도의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판단

되며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있고장기간소요될것으로판단됨. 도시계획시설결정후재원

부족으로인해10년이상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전면재검토하여정비가필요한시설에대

해서는정비대상을결정한후에재원조달방안과단계별집행계획

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주변과의 균형

발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부구청장)

이병길의원
(고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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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고산지역문화재보존현황과추가발굴계획은? 

【답변】고산지역의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인

고산농악, 제3호인욱수농악그리고지방문화재자료제15호인고산

서당그리고기념물제9호인사월동지석묘군이있음. 추가발굴계획

은대구는금호강을중심으로선사시대부터사람이사는것으로기

록이되어있어각종유적이많이분포되어있으며특히사월, 매호,

시지등의고산지역은각종조사결과매장문화재분포지역으로기

록이되어있으며그리고욱수마을에있는자산에의병장박응성이

쌓은 성터와 토굴, 전적비가 있는 사실을 조사해서 1991년도에 고

산의 자취’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고 '1997년에는‘수성벌의 문

화뿌리를찾아서’라는책자를발간해서관내각급기관, 단체, 주민

에게보급한바있음. 앞으로고산지역뿐아니라관내에있는유적

들을상세히조사해서역사적가치가있는것은안내판을설치하고

역사의산교육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음.(부구청장) 

【질문1】직원들의사기앙양과후생복지대책과관련해서

소관부서별공익근무자원소요를파악해서증원할의향은없는지?

직원한마음 단합대회를 할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과별 단합대회

나 불우시설을찾아볼용의는없는지?

직원건강증진실을설치할용의는없는지? 

【답변】행정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력 소요

조사를 하고 1년전에 중앙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력을 배

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청에는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등 13

개분야에 3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역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위해서139명을신규배치하 으며내년에는금년4월에소

관부서별로 인력 소요조사를 한 후 7월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총120명을 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금년도 직원 한마음다짐대

회는국내와대구경제등여러가지사회여건을감안해서예산절약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남은 예산 1,325만원을 결산추경시

배만준의원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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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편성하 고 예산성질상 불우시설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기바람. 당초구의회지하실에직원후생복지센터를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은행과 협의해서 지금 세무과 자리에 지하1층,

지상5층연건평600평정도의건물을내년도에신축해서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과 우리 구청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건물이 신축이 되면 직원 후생복지센터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음.

(부구청장)

【질문2】지산·범물하수처리장공원조성지에두산동자치센터건립에대

한계획은?

【답변】지산 환경기초 시설내에 두산동 자치센터를 신축이전하는 문제는

당초하수처리장건립으로인한악취발생이예상되어주민들의반

대가 있었으나 대구시에서 현장설명회 때에 두산동사무소를 하수

처리장결정부지에이전신축이가능하도록검토하겠다는약속을

하 고 구에서는 지난 1월 지산 환경기초시설내의 공원 조성 단지

에두산동사무소를신축토록대구시에건의한상태에있으며조속

히건립이되도록대구시와적극협의중에있으며시에서도지산환

경기초시설내에여러가지시설배치가들어가고있으나이와연계

해서두산동사무소건립문제를적극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

음. (부구청장)

【질문1】만촌3동 두봉골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오성중·고교 남편의 미개

설구간도로의폭을6m → 8m로도시계획변경할계획은없는지

와구자체에서계획하고있는도로의개설시기는?

【답변】도로동편에는대구산업정보대학서편에는오성중·고등학교가높

은 옹벽으로 도로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만촌3동 6m도로

는 달구벌대로입구에서마을안쪽까지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이

며입구 6m는그대로두고8m로확장할때입구쪽은병목현상이

나교통의혼잡을초래하지않겠느냐보여지며이미개설된도로폭

김경동의원
(만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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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의도로에인접하여대부분신축을완료한지역이므로편입하여

도로를확장하는데는상당한어려움이있음. (도시국장) 

【질문2】주민자치센터의운 과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원봉사 강사확보 내역과 앞

으로의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 프로그램 선정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

문조사를했는지여부와설문조사내역은?

'99년도시범실시한범어2동과두산동의경우주민의호응도와

시설을이용한주민수는?

각동별주민자치위원회구성내역은? 

【답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 에 필요한 전문강사 등에 대한 요

원은자원봉사자의참여를적극권장해서현재38명을확보했으

며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 을 직접 담당하거나

강사 또는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우리구에서 강사가 절

실하게 필요하지는 아니한 인터넷방송, 탁구교실 이외에는 강사

가없어서공공근로자를대체하거나교실을비워두게되는경우

는 없으며 앞으로도 무보수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

터나 대학교 동아리 팀과 적극협조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해나갈계획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세대수의 10%, 정확하게

12,146세대에 대해서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내

용은소비센터시설과프로그램운 에중점을두어야할대상계층

그리고 프로그램 주체, 자원봉사의 향, 사용료 징수, 선호하는 프

로그램등14개항목에대해동별설문조사를실시조사결과주민

선호도를 보면 정보습득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 27%로

3,200여명,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23%로

2,800여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복지프로그램에 20%가 되는

2,460명, 사회교육프로그램에14%로1,720명정도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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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범어2동은인터넷검색, 서예교실, 노래연습장, 만남의장등

4개프로그램을운 해서월평균413명연간4,957명의주민이

이용했으며두산동은인터넷검색, 만남의장, 사랑의도시락나누

기등3개프로그램을운 해서월평균561명으로연간6,743명

이 이용 주민반응은 지금까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동사무소

가주민들의문화, 복지편익공간으로바뀌게되어서가까운곳에

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환 을받고있는실정이며또한주민간에서로만나서유대관계

를 넓힐 수 있게 되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

가되었다는반응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 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 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의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며 동

별로 15∼25명 정도로 구성 총 528명을 위촉하 고 지방의원이

23명, 회사원46명, 자 업329명, 주부31명시민단체10명, 직능

단체43명, 전문가37명, 기타9명으로구성되어있음.(부구청장) 

【질문】납골묘를설치할용의는?

【답변】우리구는 전체면적의63.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 구역

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및시행령제13조별표

1의규정에의거납골당이나납골묘를설치할수없어납골묘설치

에는많은어려움이있으며또한납골당은일반녹지지역에설치하

여야하나우리지역에는건립할만한땅이부족한실정이어서시범

설치는극히어려운실정임. 앞으로우리구에서장례제도에대한주

민의 편리 및 생활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임을 재인식하고 매장

억제 및 화장, 납골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식개선사업을전개하여화장장또는타지역의납골묘를우리주민

들이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음. 

구일회의원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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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공무원의 산불비상 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력

낭비를막기위한방안은? (도시국장)

【답변】구·동산하전직원들의산불방지비상근무는산불관리통합 규정

에명시되어있고산림청훈령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서기상상태

별산불예방행동지침에의해서산불위험경보시에는직원2분의

1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경계경보 시에는 3분의 1이상

직원을취약지에배치해서근무토록규정하고있음. 시간을탄력적

으로운 하면서직원사기를높이는문제도검토할수있으나산불

발생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 초기진화가 중요하며 만약에 산불

예방활동소홀또는비상근무자가없는상태에서산불이발생할경

우초기진화지연으로대형산불을초래할위험성이상당히많은실

정이나 앞으로 산불비상대기 근무는 가급적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

시하여산불방지비상근무로인한시간과예산, 인력낭비를최소화

하겠음. (도시국장) 

【질문2】무분별한지하수개발로수자원고갈을막고수질오염을막기위한

폐공관리실태와대책은? 

【답변】지하수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보조지하수관축망14개소를지

정하여한달에한번씩수위측정, 연2회수질검사를통해서지하수

수위, 수질특성을 자료를 분석,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보관

관리하고있고연1회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시설의

사용유무, 변동상황, 수질의 변화 등 지하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

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10개소

와상수도미수급지역13개소에대해서정기또는수시로수질검사

를 실시하고 있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하수1일 용

량을파악관리하는자료를활용하는등관련부서와긴 한협조체

제를통한자료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등1일지하수사용량에대

해서도세심한관리를하고있음. (구청장)

김우열의원
(고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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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일반행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도시관리

건설·건축

교통

기타

계

51

5

10

6

1

4

12

2

4

3

4

6

3

1

1

1

21

2

5

2

1

2

6

1

1

1

11

1

2

1

2

2

3

13

2

4

1

3

1

2

회 기 별 질 문 건 수

■2001년도
질문횟수:  4회

질문의원수: 22명

질문건수: 51건

■분야별질문내역

제87회
임시회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91회
임시회

제93회
제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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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회임시회-

(2001. 4. 20 ∼ 4. 25)

장병태의원
(황금2동) 

【질문1】2001년 JCI대회, 대륙간컵, 2002년월드컵경기,2003년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등커다란국제대회가우리수성구지역에서개최되

는데따른 총제적인 준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따

른애로사항은? 

【답변】국제대회준비를위해대구시와우리수성구는서로역할분담을해

서업무를처리하고있는데대구시에서중점을두고추진하고 있는

업무는경기장건설과경기장을중심으로한관련도로의개설등주

로시설확충면에중점을두고있고우리수성구에서는대회준비를

위해서 환경정비와 손님맞이 준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대

회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은 아직도 주민들에

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우리는대회의성격과참여를해야만이우리지역도발전이되고주

민소득도향상됨을홍보해나가고있음. (구청장)

【질문2】국제대회를 치룸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용가치와 지역주민에

게미치는생산, 고용, 소득효과는? 

【답변】이번 행사로 인해 예상되는 발생 이익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자료에의하면첫째, 생산유발효과면에서는약7조9,000억

원정도의매상이이루어질것이고두번째,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

서는 약 3조7,000억원의 유발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유발효과면에

서는 24만5,000명이 이대회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발굴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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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생산유발효과가약1조100억원정도로추정하고있고고용

유발효과는 22,000명 정도 될 것이며 소득유발효과는 약 2,6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음. 우리지역의 이익은 첫째 눈에 보

이지 않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개최지로서의 유명세를 타게되고 우

리지역의각종시설이10년정도 앞당겨이룩할수있고주민의식

이 선진화되어세계속의 수성구로 자리 메김 할 수 있고 개발 이익

은국제대회한번치루는데100억원정도의경제유발효과가나타

날것으로예상함. (구청장)

【질문3】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방법과 지역상품 활성화 및 이미지 제

고방안은? 

【답변】대회기간 중에 우리 지역 상품 판로를 개척해서 할 것이냐는 조직

위원회가중심이되어지역의특산품인쉬메릭상품을이번기회에

대대적으로 판매해 보고 지역백화점을 최대한 개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에 상품이 외국인에게 많이 팔리도록 홍보전략

도세우고박물관을이용해서지역의역사와문화도알리고지역의

상품도 판매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준비를해나가고있음. (구청장)

【질문1】범물∼안심간도로조경계획은? 

【답변】범안로는자동차전용도로로서범물동의시점부시가지와도시화된

구간을제외한전노선에는인도를설치할계획이없으며중앙분리

대 설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벽 형태로 조성 중에 있고 폭

이넓은녹수대형태로변경하기위해서는전면적인설계변경과용

지 추가편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녹수대로 분

리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곤란한실정임. 전구간가로수식재에

대해서는대구종합경기장에서대구대공원을통과하는도로가관내

임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전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대구

한해동의원
(만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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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건의한바있고대구시에서는본사업은민자를유치하여추진

하는사업이기때문에당초계획에서추가되는사업비는시비가지

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도로

개통후에연차적으로식재할계획이라고함. (부구청장)

【질문2】범물동105번지내건설자재(H빔)적재조치의견은? 

【답변】범물동의 H빔 적치장은 부지 3만 1천여㎡ 9,550평 정도로 '96년

10월 30일에 조성되었으며 지하철 3호선 회차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강재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사업에사용된강재1만5,000여톤을보관하고있고대구지하철건

설본부에서는 원종합관리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는 1명이 상

주배치되어강재반출상황을관리하고있음. 지난 3월 8일대구시

에서는 강재 8,070톤을 이미 매각해서 현재 반출중에 있으며 앞으

로 전량이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지하철 본부에 적극건의 하겠

음. (부구청장)

【질문3】국제대회를대비하여수성구의환경오염과공해방지대책은?

【답변】대기분야의 공해는 오염원의 74%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의효율적 관리를위해서철저하게단속해서금년한해동

안2,000여대의자동차를대상으로 콜무상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무상점검에 참여토록

분위기주력에나서겠음. 우리구에서는재활용차량23대를 대상으

로 연료를 디젤에서 LPG로 변경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에

앞장서 나가도록하고있고생활공해분야인먼지및소음으로부터

쾌적한주거환경을 보호하기위해건설공사장에지도관리를강화

하고주요간선도로에대해진공청소와정기적인살수를해서도로

에서발생되는비산먼지로인한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적극노

력해나가겠음.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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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회제1차정례회-

(2001. 7. 2 ∼ 7. 19)

김경동의원
(만촌3동) 

양의환의원
(지산2동)  

【질문1】수성구의성과상여금지급기준및지급대상인원과지급시기는?

【답변】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상위 10%는 전년도 봉급기준액의

150%를지급하고상위20%는100%, 차상위40%는50%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하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지급

대상 인원은 작년도 말 총원 738명의 70%인 517명이며 제외자

221명 중에는 성과급 지급규정상 제외되는 2001년도 퇴직자 8명,

징계자 10명, 3개월이상휴직자3명등 21명이고순수제외자는약

200명정도로7월중에지급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음. (총무국장)

【질문2】소공원관리를위한충분한예산확보대책은?

【답변】어린이공원을구에서관리하기는적은인력으로한계가있어관할

동장의지역순찰로시설물의파손및위험시설물같은것을즉시개

보수하여주민들의안전사고예방과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고있

음. 어린이공원을제외한여타공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서는현

행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

을것으로생각됨. (도시국장)

【질문1】민원배심원 운 규정의 제정 근거와 배심원의 위촉 등 관리와 운

방법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민원배심원제도의시행결과문제

점및개선대책은?

【답변】주민들간의 다툼과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간 공개 토론

과 조정 중재로 집단고질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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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의원
(범어3동)  

도입 시행하게 되었으며 심의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관련

민원의 경우 건축법이 전국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민원사안별 특수성을 반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민원배심원 제도를 통한 민원해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

는주민고충과불편사항해소에크게기여하 다고평가함. 민원배

심원은민원사안에따라10명내외로구성하며당연직으로는우리

구고문변호사와부구청장이선임되고위촉은관련분야교수, 건축

사등전문가와시민단체등각계각층의직능대표로구성되며판정

만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배심원중에서 호선하

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명의 배심원을 위촉 운 하고 있음.

지금까지운 결과제도의본질을퇴색시킬만큼큰문제점으로대

두된 사항은 없으나 시행초기에 건축민원인의 행정예고시 현장에

행정예고판만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있어건축예정지의인근주민에게는민원내용을개별우송

또는직접전달하는등시행상나타나는문제점을바로개선해나가

고있음. (총무국장)

【질문2】여성공무원출산휴가자발생시대처방안은?

【답변】부서별결원및과원현황과인적자원을면 히검토하여가임여성

직원을 부서별로 안배 배치하고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부서 등에는

직원 기동배치 등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모성보호법 관련법안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세부적인 추진계

획을수립하여여성공무원들의불이익이없도록하겠음. (총무국장)

【질문1】주민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

적인방역방안은?

【답변】방역은 가장많이 사용하고 있는 잔류분무방식과 차량을 이용한 동

력분무를사용하는초미립자소독방법과2000년도부터비용면이나

효과면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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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있는연막소독이있음. 현재3월부터11월까지보건소 차량을

이용한방역을하고있고5월에서9월까지는차량이접근하기힘든

23개동에 23개반을 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으며 해빙기인 3월과

4월에는 2주에 1회씩 5월과 9월에는 주 2회이상을 시행하고 있으

며뇌염경보가발령된다든지모기등이집단으로군집을이루고나

타날때는연막소독을시행하고있음. 앞으로주민이해충의피해로

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계속적으로연구방안을강구해나가겠음.

(보건소장) 

【질문2】의약분업에따른주민불편해소를위한구의대처방안은?

【답변】종전까지 사용하던 약품을 병의원에서 주변약국에 인수받도록 권

장함으로써주변에서바로쉽게약을구할수있도록조치하 으며

의료계파업으로보건소를찾는환자를위해야간진료도하고지난

해에는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보건소를 찾는 나

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2개의 약국을 보건소 주위에 유치하 음.

(보건소장)

【질문3】노인환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사업이 종래의 보건행

정과다른점및현재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

【답변】1962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그 당시만해도 후진국형 전염병이

라든지결핵, 나병등전염병위주와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위주

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치료법이 발전함에

따라 치료위주의 보건행정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를 반

하기위한방향으로바뀜. 주민건강사업의일환으로각종건강상담

과 양상담을 하고 있으며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 비만도 검사,

혈액측정, 최신체성분석기를 도입 상담도 하고 있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노인환자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치료

에수첩을만들어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노인의재활을돕기위해

재활용구대여사업을하고있으며재가노인진료를위하여방문진

료를활성화하고있음.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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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406세대에대하여약200억원의예산

이 지원되는 바 이 엄청난 돈의 효과적인 집행방법과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가액 평가시 부동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기초생활권보장수급자중고정직업을가진자가약500명이

나 되는데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의 조사방법과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와종전생활보호대상자와선정기준의차이점은?

【답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지급되는급여는생계급여152억원, 주거급

여 22억원, 교육급여 16억원, 자활근로사업비 9억원 등으로 199억

원의 예산중 생계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종

전생활보호법상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지급되고있는것과는달리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규모에 따른 보충급여 방식으로 차등 생계

비를지급하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종전의생활보호법

과는 달리 자가를 소유하더라도 전용면적 50㎡이하면 수급자 선정

이가능하며또한근로능력이없는자로구성된가구압류, 경매등

으로사실상재산권을회수하기어려운경우, 건축년도가20년이상

주택, 기타개발제한구역등거래가거의없는경우에는면적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

정보지나공인중개사의평가등을통해시가확인이가능한경우에

는당해가격을적용하고객관적인시가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토

지공시지가와건물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가격을산정함. 상시근

로자의 고정직업자 및 임시적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

여 소득을 산정하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최종시점자료를소득으로산정하고있음. 종전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는나이, 연령, 근로능력여부에따라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구분하 고선정기준은1인당소득32만

원, 재산 2,900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한가구가재산기준때문에보호대

상자로선정되지못하는불리한점이있음은물론생계비도거택보

호대상자에게만지급하는등단순한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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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수급자선정기준은나이, 연령, 근

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기준이하인자를누구나수급자로선정함. (사회산업국장)

【질문1】일반쓰레기및재활용품수거현황과개선대책은?

【답변】2000년한해동안우리구에서발생된생활쓰레기가총98,470톤 1

일 발생량이 269톤이며 전년대비 3.9% 증가하 음. 쓰레기문제는

대구의경우매립장14만평이확보되어있고소각장이가동되어1

일 4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과 수거 운반에 따

른부분은그렇게문제로보지않음. (사회산업국장)

【질문2】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 운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

고 세수를 확대할 의향과 정화조 대행업체의 청소요금이 상향 조

정된 이유는?

【답변】취지는좋으나현재청소수지분석을하는자립도가약47%정도되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가 맞게 될 정도의 자립도를 제고시키고

난후에청소비용수지를봐가면서향후에검토연구하겠음. 앞으로

는인도상에청소는건물주인에게부과하고간선가로는흡입청소차

를이용하고가로청소인부도블록단위로조정해나갈생각이며마

을단위 취약지에는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범시민적으로 청

소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생각하고있음. 2000년 8월 1일조

례요금보다41%정도인하된요금으로1차조정했으나인하된요금

체계로는대행업체의경 악화를개선할수없어부득이2001년 2

월부터다시조례요금전으로환원하 음. (사회산업국장)

【질문3】청소업무를민간에게이양할용의는?

【답변】민간에이양하는부분은경 적인측면을고려할것이아니고공공

역무를 생각해야 되고 대주민서비스 창출 여부를 판단해서 민간에

배만준의원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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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구를 보면 인력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대행비는 대행비대로 인력

절감못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인건비로지출하는문제, 대시민서

비스문제등은아직까지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우

리구청에서는그런부분을전부종합해서문제점을검토하고대안

이 제시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사회산

업국장)

【질문1】수성구를문화예술의도시로바꿀의향은없는지?

【답변】우리구청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행정의 방향은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점을찾아내어여기에대한우리의자랑거리를만들것이며우

리의 전통민속놀이로 자랑하고 있는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계승

발전시켜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부각시켜 나가고 우리지역에 거주

하고있는많은문화예술인을우리행정에참여시켜서그분들로하

여금 전문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창

출국제행사에대비코자하는것이우리구의문화행정의기본목표

이며 이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추진해야할 부분이 동양문화

와 서양문화의 차이점을 접근시키는 것인데 서양문화인 석조문화

에서 창출해 내지 못하는 것을 동양문화인 목조문화에서는 아름답

게표현해낼수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차이점을잘찾아내국제

행사에대비하는것이중요한일이라고생각함. 지금매년정기적으

로 개최하고 있는 달구벌가요제 예선전, 수성사랑음악회도 지역내

의합창단을구성해서운 하고있는각단체의합창팀도동시에참

여를시켜발표하게하고이렇게해서서로가정보를교환하고지식

을교류해가면서발표회를하니까매년그내용도좋아지고참관하

는 시민들도 즐겨보고 있으며 그밖에 수성사랑사진공모전, 청소년

페스티발, 예술을사랑하는모임에서하는각종문화행사도여기에

만족하지않고더발전시키기위해우리지역에거주하는문화예술

장병태의원
(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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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조언을 받아 행사의 질을 높여가고 있음. 그리고 우리가 자랑

하는 민속놀이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대구를 대표하는 농악팀

으로육성해서항상대구를대표하는행사에참여시켜수성구의명

예를빛내고전통민속놀이로서맥을이어갈수있도록지원을아끼

지않겠음. (구청장)

【질문1】두산오거리 서편과 들안길 동편 일대 상업지역 면적 확대와 문화

레저쇼핑타운등을조성해서세계적인관광명소로만들의향은?

【답변】들안길을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을유치해야하는데이를위한전문국제음식점도입점이되

어야되고또전문음식도개발되어야될뿐만아니라장기적인안목

에서인근에문화, 레저, 쇼핑등볼거리, 놀거리, 살거리가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및인도, 가로및가로수등기반시설을정비한후에권역별특정상

가를 유치 조성하고 금융 및 문화의 거리조성, 월드컵 경기장 등과

연계한관광코스개발등을해야할것으로판단되고해당지역의업

소나 주민들은 들안길 번 회 등 자생조직을 활성화해서 특색있는

상가유치, 업소별 환경정비 및 특색있는 메뉴개발, 주차공간 확보

등상권활성화를위한노력을해야할것으로생각하며우리구에서

는 지난 해에 가로등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를 완료하 고 업소 및

번 회로하여금환경정비와이용손님편의제공을위한홍보물제

작배부, 인터넷을통한홍보를하도록촉구하 음. 들안길및두산

로그리고그주변의주거지역에대해서상업지역으로변경을대구

시에건의한바두산동, 상동일원의들안길과두산노변일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93년 제6차 도시계획정비시에 전

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저 도

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층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인접된 일반주

거지역과의 일조권,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김재우의원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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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있고또간선도로의교통소통에많은문제점이있으므로앞

으로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므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을마련해서대구시와계속협의해나가겠음. (부구청장) 

【질문2】동대구벤처벨리활성화를위한구의노력과지원실적은? 

【답변】우리구에서벤처벨리활성화를위한직접추진할사항은아니기때

문에관내에벤처벨리가있고이런취지나혜택이있다는사항을관

내업체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우리구로서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수성소식지 및 인터넷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한편 관련업

체에통보해서홍보, 기업애로직소창구를통한계획안내등다각적

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앞으로 대구시에서 세제 및 건축관

련조례가개정이되면지방세감면, 용적률완화, 도시계획수립변

경등의제도적지원방안을강구하는등현재지정된벤처벨리의활

성화 상태를 수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촉진지구를 수성구지역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부

구청장)

【질문3】정보기술산업의지역중소기업이수혜가능하도록지원할의향은? 

【답변】정부에서는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2003년까지

2만여개중소기업에대해서정보기술산업화를목표로경쟁력있는

혁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통신망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대대적인 교육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경 개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

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 관 합동의 중소기업 IT화 종합 지원단을 운 함

과아울러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서업체에지원하도록하고있

음.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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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여 수성구의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

수있는방안은? 

【답변】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수성소식지나 반상회 등

을통해서많은홍보와교육을실시하 으나아직도불법투기가잔

존하고있으므로불법투기행위가근절될때까지강력한단속과함

께쓰레기투기하는것을신고하면지급하는신고보상금제도도더

욱확대시행하고주민에게도홍보를강화하겠음. 깨끗한환경을위

해 주민들에게 선진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이라는 자부심과 긍

지를심어주고분진이나매연으로인해대기오염을시키는문제, 기

름이나각종폐기물을함부로버림으로해서토양을오염시키는문

제등에대해서는친환경적인시책을강력하게펴나가서우리지역

에서는 환경이나 자연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청장) 

【질문2】교통질서확립대책은? 

【답변】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운전자가 착각을 하거

나교통표지가잘못되어실수하는일이없도록각종표지판이나시

설물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교통문화선진화에대한의식도고취시켜나가겠음. (구청장)

【질문3】친절한사회를만들기위한방안은?

【답변】우리구에서는 친절과 청결과 질서를 강조하는 3대운동을 펼쳐 나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홍보와 교양교육을 실시하 고 자치대

학을15회9,800명을참여시켰음. 앞으로직장과우리지역에있는

각급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인사먼저하기 운동부터 시

작해서 작은 친절이 큰 봉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

서각기관단체에서하고있는수범사례를발굴확산시키고그런시

범을보여주는구민이나단체에대해서는시상격려해서지역의분

위기를친절, 질서, 청결에전념하도록하겠음. (구청장) 

박용하의원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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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소외계층의월드컵경기관람을위한지원방안은? 

【답변】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입장권은FIFA 세계축구연맹으로한·일

양국의 월드컵 조직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판매방법과 가격을 결정

하며 대구경기장 경우에는 장애인석이 192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입장권의 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저소득자에대한입장권할인계획은별도로없는실정임. 우

리구에서는 소년소녀 저소득 소외계층이 경기장 관람을 하도록 별

도의지원계획을수립하기가곤란하므로우리지역에서경기가개

최되는만큼참여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하겠음. (부구청장) 

【질문2】월드컵경기장주변편의시설확충방안은? 

【답변】월드컵 경기장은 관내에 있으나 관리나 시설운 주최가 대구시임

을말 드리며현재경기장주변에있는편의시설은벤치가 381개,

공중전화20대, 매점1개소, 공중화장실3개소, 안내판92개소, 자전

거보관소 3개소에 218대분 그리고 휴지통 34개 등이 비치되어 있

음. 월드컵경기장과주변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는대구시에서전

담하고있어우리가직접조치할수는없으나지난5월경기장개장

시와대륙간컵대회를치룬결과다소불편하다고하는사항이판명

되었는데안내도우미배치및관람코스개발, 홍보전광판상 , 매점

운 그리고경기장외부울타리밖화장실및쓰레기통추가설치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대구시에

건의한바있음. 앞으로지역주민들에게사랑받는새로운명소가될

수있도록보완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대구시와계속협의해나

가겠음. (부구청장)

【질문3】월드컵경기시관람객의원활한수송을위해대구시와수성구간에

연계한교통대책과자원봉사자모집및운 계획은? 

【답변】2002년월드컵이개최되는대구월드컵경기장은6만8천여명이관

김우열의원
(고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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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할수있는전국최대규모로써대회시관람객수송에어려움이예

상되나지난5월경기장개장식및대륙간컵축구대회에서얻은문

제점과교훈을바탕으로월드컵대회에대비완벽한교통대책수립

을위해노력하고있음. 자가용을이용하는관람객을위한임시주차

장확보그리고일반관람객수송을위한셔틀버스와시내버스증차,

경기장내에택시의진입허용, 경기장구간을위한셔틀버스와시내

버스 증차, 경기장내에 택시의 진입허용, 경기장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경기장경유등어느곳에서라도대중교통을이용하여편

리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며 만촌네거리에서 신매네거리까지 임

시버스전용차선제시행과승용차2부제실시, 승강장및주차장에

자원봉사안내요원배치등교통흐름을원활히하는등체계적인수

송대책을위해시와계속협의해나가겠음. 지난 4월 16일부터6월

15일까지 2개월간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지역에서

4,500여명이신청하여서류심사중에있으며면접등을실시하여8

월말경 최종 선발 소양교육, 집합교육,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서

2002년 월드컵 대회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회가 성

공적으로치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음.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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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회임시회-

(2001. 10. 20 ∼ 10. 26)

한해동의원
(만촌1동)  

손운익의원
(범물1동) 

【질문1】대구시의행정구역개편안을주민들이불안하게생각하고있는데행

정구역개편안에대한대구시의복안과구청장의입장은어떠한지?

【답변】행정구역 개편안은 이미 백지화 시켰으며 대구시에서도 기자 회견

이나 인터넷, 시의회 답변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 구역

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천명했고 우리 구의 입장도 지난 8월 17일

구민설명회에서 구청장의 직위를 걸고 한사코 하지않겠다는 약속

을하 음.(구청장)

【질문2】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의 회관을 범어1동에 건립 준공되면 화랑

공원에서노인지회사용용도를봉사단체로전환할의향은?

【답변】화랑공원내에 있는 노인지회 사무실은 공원내 시설이므로 공원법

에서 공원구역내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회, 체육

시설, 문화시설이며 다른 시설은 도시계획법이나 공원법에 저촉이

됨. 우리구에서는 구조정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성구 문화원으로

쓰는것이좋다는의견이고시에서도문화원으로쓰는것이가장합

당하다는의견을제시하므로내부결정한상태임.(구청장)

【질문1】범안로삼덕요금소설치에대한구청장의견해는?

【답변】지산범물택지개발시지주조합에서범안로개설비234억원을대구

시에 납부하 으나 사업비 부족분 638억원을 대구시가 충당한 실

정임. 시에서는주민설명회를거쳐최종유료로결정하 으며우리

구에서 요금인하를 건의, 하향조정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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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준의원
(두산동) 

내고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삼덕요금소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거

나다른곳으로옮기는문제는유료화하는입장에서현실적으로어

려운실정임. (구청장)

【질문2】지산범물지역민의불이익에대한대책은?

【답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체사업으로 반대급부적인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첫째는황금아파트에서경기장으로가는직통도로를개

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상 어렵다면 청호로와 연결시키는

문제를 조속히 우선순위를 넘겨주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라도 반

될수있도록대구시에건의해놓고있음. (구청장)

【질문1】지산하수종말처리장의진척상황과두산동주민자치센터이전계획

및도로확장계획은?

【답변】지산환경기초시설 및 공원조성 공사는 시종합건설본부에서 1999

년 6월 17일 착공, 2002년 6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586억

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진도는85% 수준임. 두산동주민자치센터

이전은 외부공사 마감후 내부시설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시운전

을거쳐2002년6월말에완공개소할예정임. 상동교에서두산오거

리간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는 연장 2,255m, 사업비 320억원이 소

요되는 사업으로 전구간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고 2개 구간으로

분리해서2001년에는상동교차로에서상동네거리까지250m에대

한보상을완료했음. (부구청장)

【질문2】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현황과 협의회 성격에 대한 견해와 활성화

대책은?

【답변】6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회원은 인사, 예산, 경리, 물

품, 비서, 감사, 자동차운전, 비 및보안관계업무자를제외한나머

지는 가입 가능하고 총 508명중에 52%인 264명의 회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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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의원
(만촌2동)

해서활동중에있음. 협의회성격은협의가능한사항으로행정기관

고유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업무능률향상에관한사항등이

있으며금지및자제할사항으로는대외적인의사표시등집단적이

거나 정치적 활동행위, 법령개정이나 기관장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등이있음. 우리구에서는각부서에회원가입을적극권장하는

한편등반대회와체육대회등에적극지원하는등활성화를위해노

력하고있음.(부구청장)

【질문1】탄저균테러대처방안수립여부와우리구의대처방안은?

【답변】해외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세균테러 대적화를 설치해서

운 하고 있으며 내년도 월드컵 개최지인 우리구에서도 탄저균에

대비해서 2군사령부 화학중대, 수성경찰서,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

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현장검역

채취시에 착용할 보호복 1벌, 경구용 약품인 시프로플로사신 30인

분, 화생방훈련용방독면5,321개를확보하고있으며백색분말등

이색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 생물테러환자 발

생시의대응요령등지침을개발중에있으므로향후구체적인지침

이 마련되면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부

구청장)

【질문2】대륙간컵 축구대회시 문화행사는 예산낭비와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으로비춰지는데이에대한견해는?

【답변】대륙간컵 축구대회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구에서 개최되

는최초의국제축구대회로대회기간중에는국내외많은선수및관

람객이우리구를 찾을것으로예상되어서우리구를찾는외국인에

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보아 농

악과전통타악기중심의문화공연을하게되었으며앞으로개최할

문화행사는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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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수성4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부구청장)

【질문3】수성문예회관건립진행상황은?

【답변】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시비 지원을 포함한 196억원을 투

입해서부지4,000여평에지하2층, 지상3층, 건평2,500평의규모

로 공연장, 전시실, 강당 등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산동

1137-3번지 외 1필지에 2001년 9월 26일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받은상태임. 남은문제는재원을확보하는것인데

부지매입비는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고지난10월 16일구유지4필지733평을32억여원

에 입찰 매각해서 연말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확보해 놓고 있음. 국

시비예산지원문제는앞으로문화관광부및대구시등과적극협의

해나가는한편부지매입및건립공사는재정여건에맞추어서연차

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임. (부구청장)

【질문1】관내보안등설치유지관리현황은?

【답변】보안등설치, 개체, 업무지도감독은구청에서관장하고보수유지관

리는동에서담당하고있으며보안등보수는연초에우리구청에서

보안등 보수단가 기준표를 작성해서 각동에 시달하면 동장은 연초

에 보수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전기공사 면허소지자에게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함. 9월 30일 현재 동전체 6개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1,393등을 보수하 고 보안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체

보수시에는 동작율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전자식으로 교체

해나갈계획이며효율성이떨어지는수은등과병열등700여등을

연차적으로모두나트륨등으로교체해나가겠음. (도시국장)

【질문2】의약업소행정지도의적법성과형평성여부, 지도감독기관의단일

화및예방주사의홍보와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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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현재 보건소에는 관련업소를 지도단속하는 인원 2명이 있는데 관

내800여업소를단속하려면1년에정기단속한번하는데1개업소

에3∼4시간정도로단속하다보면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

임. 또한정기점검외에수시단속이있고합동단속도있으나전체적

인정원문제는보건소에서어쩔수없는사항이므로관계부서를통

해서정원책정문제를건의하겠음. 지도감독기관으로보건소, 보건

행정당국,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있

으나각각특수성을가지고있으므로관계기관들을합쳐하나의전

문적인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 법상 어려움이

있음. 예년에는백신량확보가적어서접종시작당일에많은대상자

들이모여서혼잡을빚은것은사실이나작년에는교통이불편한시

지, 지산, 범물지역에출장접종을실시해보건소에서접종하는데큰

문제가없었음.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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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회제2차정례회-

(2001. 12. 5 ∼ 12. 21)

장병태의원
(황금2동) 

허종만의원
(수성1가동) 

【질문】2001년도구정시책방향에대한평가결과는?

【답변】우리구의 역점시책 방향은 첫째가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위대한 수성구 건설과 살기좋

은도시건설을이룩하는것이며둘째는삶의질향상으로일류문화

도시를건설하는것과셋째는더불어함께잘사는훈훈한복지도시

를건설해서잘살아보자는것이며넷째는국제수준의친환경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수성구가 어느지역보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것과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로 우리지역은 물

론이고어느도시와경쟁을하더라도앞서는수성구건설을목표로

시책방향을 정했음.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회에서 예

산을 승인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투명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의낭비요소는없었다고생각됨. (구청장)

【질문1】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 개정이 조속히 개

정하지않은이유는?

【답변】관련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못한 사유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포일

과법률의시행일자간의차이가있는데서문제가생기는데어떤법

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법률공

포일과시행일간에상당한거리가있는법률에대해서제때조례가

개정되지않고있으며두번째는중앙정부에서어떤법률이개정되

면전국자치단체간에통일된조례를제정토록조례준칙안을내려

주는데 중앙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하다보면 준칙시달이 늦어져서

개정이지연되고있다는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람.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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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환의원
(지산2동)

【질문2】수성구홈페이지상구민소리란에실명이아닌자가비방의 또는

욕설등을게재하는경우가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

【답변】현재구청홈페이지상에비방이나욕설을하는데대해서는강제삭

제나특단의대응을한다든지이런장치가없고인터넷서비스시스

템운 규정제18조에의해비방이나욕설에해당되면삭제하는형

식으로제제를하고있는실정이므로그대책으로우리구에서는조

례를제정해서의무사항을지키도록이번회기에이에대한운 조

례를상정시켜놓았음. (구청장)

【질문1】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을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환원하여야하는데

그구체적인방안은?

【답변】계속된 경기침체와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워 2002년에 상환하기는

세수감소로 어려운 실정이며 단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까지는상환할계획임. (구청장)

【질문2】보건소의 인력수급이 원만하지 못하고 보건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는데보건행정의특수성을얼마나인지하며차후특별

한대안이나장기적인계획은?

【답변】보건소가 시중의 병원이나 의원처럼 외래환자나 맞이하고 관리하

는 것보다는 한단계 앞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으로 건강한 체력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는아직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병원

에도못가고집에서투병생활을하고있으므로가정방문을통해진

료도하고투약하는것이기본방향임. 그리고의약업소를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해서 각종사고를 막아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보건

업무를다수행할수없어보건소의정원을재조정해달라는건의를

통해인력을확보하는방법으로해결해나가겠음.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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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구청인터넷접수분가운데불법주정차단속과기초질서, 교통시설

물의개선방안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데그개선대책은?

【답변】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한다고 보

고 있으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출발전에 안전운행을 위한 엔진점검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공회전과 관련 지도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버스 공회전과 관련해서 현재는 매연측정을 통해서

배출가스가법규상기준치이상이되는경우에한해단속이가능하

며앞으로대기오염절감을위한배출가스지도점검을강화해나가

겠음. (부구청장)

【질문2】대기오염을줄일수있다면상급기관에건의하여쾌적한환경조성

에일익을할수있는방안은?

【답변】그동안사회각분야에서자동차공회전을규제해야된다는입법건

의등이수차례제기되고있어서환경부에서는자동차공회전을규

제할수있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마련해서현재관계기관과

의견 수렴중에 있으므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이법안이마련되면자동차공회전으로인한대기오염, 연료

낭비등막대한손실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부구청장)

【질문1】관내 버스회차지에서 출발전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배기가스배출을줄일수있도록지도계몽할의향은?

【답변】관내에등록된차량은13만1,000여대로주차면수는8만700대면

으로써61%정도에불과하며5만여대주차면수가부족한실정임으

로 차량증가추세에비해도로확충이나주차공간확보가따르지못

해교통관련민원이증가하고있음. 교통불편해소를위해차량교행

구역, 차량방지석, 소형입간판, 과속방지턱, 차선규제봉을 많이 설

치하 고 버스승강장 64개소에 대기용 의자도 설치하 으며 앞으

로 구에서는 각종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서 교통관련 불편을

박실경의원
(범물2동)

김경동의원
(만촌3동)  



수성구 의회142

구정질문 및 답변

최소화 해나가고 간선도로 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접한 이면도

로위주로주차질서계도를강화해나가겠음. (부구청장)

【질문2】다양한 민원이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인터넷민원의신속한처리방안은?

【답변】우리구 홈페이지의 민원창구는 사이버민원실, 민원처리 인터넷 공

개시스템, 구민의소리가있는데사이버민원실과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28종의 민원으로 처리하

고 있고 인허가민원 등의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의 소리

란에는전년도에비해2배가넘는1,399건으로급증하고있는실정

임.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한부 민원에 대해서는 반

드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공개해서 중간 진행

상황을주민들이알도록하고있음. (부구청장)

【질문3】구민의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행정전산망의보안대책은?

【답변】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준

수토록하고있고외부로부터내부의행정정보자원에대한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작년도 2월에는 침입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 하고 있으며 내부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위

해서컴퓨터별로공유를금지해서다른컴퓨터의정보를볼수없도

록 컴퓨터마다 개인별, 업무별, 자료별로 비 번호를 지정해 놓고

있고불필요한정보자료는삭제토록하고있음. (부구청장)

【질문1】관내초·중등결식학생들에대한급식대책은?

【답변】동부교육청에서는초·중·고학생중어려운가정형편으로도시락

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결식학생으로

2001년 10월1일 현재 2,348명분에 대한중식비 2억 7,000만원을
손중서의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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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준의원
(두산동)  

우리구에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재정여건상 지원하지 못했음. 대구

시각구·군에서는지방자치단체부담 25%에해당하는급식경비

를 일정비율 부담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원가능하도록노력하겠음.(부구청장)

【질문2】수성구파동소재용두교확장계획은?

【답변】교량안전진단결과문제는없으며교량재가설문제는신천대로연

장문제와들안길과앞산순환도로를연결시키는교량가설문제하고

같이검토되어어느하나는신천대로와연결이되어야하므로우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용두교를 재가설하는 것은 어려

운실정이며우리구에서는통행인의안전을위해다리양쪽에난간

대를높여놓았음. (부구청장)

【질문1】생활쓰레기 분리로 쓰레기량은 줄었음에도 주민이 부담하는 처리

비는증가하고있는데구의쓰레기감량계획과의지는?

【답변】매월수요일야간에는구·동합동으로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하

는등연중단속을실시하고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도가더욱활성

화되도록주민홍보에철저를기하는한편각가정에서는일반쓰레

기와 재활용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배출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일반쓰레기는규격봉투를사용하여배출함으로써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2002년 상반기중에 단독주택에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

리수거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축사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도록하겠음. (사회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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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현황

■진정
접수및처리

6. 민원처리현황

처리내역

접수건수

4 4 4 ·

미처리
처 리

소 계 자체처리 소관부서이첩 불수리

접수일 처리결과진 정 요 지

2000. 9. 28

2001. 2. 20

2001. 3. 23

2001. 9. 13

범어1동
739-10

황금1동
116-6

연호동
54-4

만촌1동
422-5

이채수

이무형

구득봉
외 8인

장광기
외 8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수성우방팔레스 입주예정자 조합인들의 자구계
획으로입주예정자들의손실을줄이면서채권자
들에게는이익이될수있으므로조속히공사재
개하여정상적으로입주할수있도록지원요망

구청에서
이중접수
되어
반려통지

〃

〃

〃

황금동 성원교회 주변 도로축조 사업시 신포빌
라 주민들의 도로축조 반대 집단민원으로 인하
여 교회 진입도로 사업을 유보하고 인근 사유지
를 임대하여 도로로 이용하던 중 사유토지의 테
니스장 개설로 인하여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므
로 '97사업시행이 유보된 도시계획 도로 (교회
진입도로)개설을건의

연호동 155-3번지에서 153-3번지까지 농업
용수로가도로복토과정에서농로가유실되었으
므로 농로양면 지주들에게 양해를 얻어 수로 하
구에 설치된 흄관을 연결하여 농로를 개설하도
록건의

만촌동 메트로팔레스아파트공사로 인하여 주민
은소음과진동, 분진등으로고통을당하고있으
므로피해방지시설설치를건의



2002 의회보 145

기타의정활동

7. 기타의정활동

■비교견학실시
< 2000년도>

내무위원회

기 간: 2000. 10. 6 - 10. 8

방문기관: 속초시의회, 안동시의회, 동해시의회

참 석: 11명(의원8, 공무원3)

주요내용

- 동해시홈페이지제작관련자료수집

- 안동시의회의원과간담회개최(안동민속축제, 하회마을축제등)

사회도시위원회

기 간: 2000. 10. 27 - 10. 28

방문기관: 김해시의회, 거제시의회

참 석: 10명(의원7, 공무원3)

주요내용

- 김해시도자기축제장견학

-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관운 실태

- 지역의특성을살린이미지마케팅에관한간담회개최

(고로쇠축제, 진달래축제, 해변축제, 거제예술제등)

< 2001년도>

운 위원회

기 간: 2001. 3. 31 - 4. 1

방문기관: 진해시의회

참 석: 10명(의원7, 공무원3)

주요내용

- 진해시가로수(벚꽃나무) 관리실태견학

- 진해군항제운 에관한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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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기 간: 2001.4. 6 - 4. 8

방문기관: 청송군의회, 양군의회

참 석: 16명(의원10, 공무원6)

주요내용

- 해도령, 달낭자, 남이장군, 꼬미등 양군캐릭터견학

- 양군민원실견학

- 일월산해맞이축제견학

사회도시위원회

기 간: 2001. 4. 13 - 4. 15

방문기관: 수원시의회, 종로구의회

참 석: 15명(의원10, 공무원5)

주요내용

- 수원시의회홍보비디오관람

-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장현장견학

- 종로구의회홈페이지구축에관한정보수집

- 종로구의회의원과간담회개최

■세미나개최

< 2000년도>

자매결연의회와합동연수개최

주 관: 수성구의회

기 간: 2000. 4. 25 - 4. 26

장 소: 수성관광호텔은하수홀

참 석: 59명(수성구의회35명, 완도군의회24명)

내 용

-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를대비한의원의자세(윤용희경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21세기수성구의발전방향(김규택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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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합동세미나개최

주 관: 수성구의회

기 간: 2000. 9. 1 - 9. 2

장 소 : 지리산온천관광호텔

참 석: 23명(의원17, 직원6명)

내 용

- 21세기의원의전문성제고와창조적역할(최봉기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장)

- 원만한회의진행법(유종철사단법인한국청년회의소연구원교수)

- 특 강: 독일의지방자치제도(김규택수성구청장)

< 2001년도>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합동연수개최

주 관: 수성구의회

일 시: 2001. 3. 6  14:00 - 17:00

장 소: 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참 석: 176명(의원144, 공무원32명)

주요내용

- 21세기대구의미래와경제활성화방안(문희갑대구광역시장)

- 지방자치와의원의역할(정세욱명지대교수)

전체의원합동세미나개최

주 관: 지방행정연구소

기 간: 2000. 8. 22 - 8. 24(2박3일)

장 소: 제주도

참 석: 13명(의원10, 공무원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어떻게다룰것인가

- 합법적인 선거운동

- 비교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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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합동세미나개최

주 관: 수성구의회

기 간: 2001. 11. 1 - 11. 3(2박3일)

장 소: 속초비치관광호텔

참 석: 29명(의원22, 공무원7)

주요내용

- 지방문화산업육성을위한발전방향(이승구강원대학교관광경 학부교수)

- 지방자치제도(행정자치부제도과김기수서기관)

■지방자치학교모의의회운
일 시: 2001. 6. 4  09:50 - 18:00

장 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회의실, 정보화교육장

참 석: 능인중학교학생42명

주요내용

- 지방자치학교모의의회관련강의

- 의장단및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

- 모의의회시연 - 위원회별안건심의및질의답변

- 본회의장에서결의문채택(일본역사왜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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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제기

다양하고복잡하게나타나고있는주민기피

시설의 입지갈등 문제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

는 아니고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산업화된 사회

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매립지나 소각시설, 변전소,댐,

고가도로, 정신병동 등등 정도의 차는 있지만

주민기피시설과 그에 따른 입지갈등 문제는

우리의일상생활에서이제는특별하거나희귀

한 사건이 아닌 거의 일상화된 사안으로서 나

타나고있다. 그런데이와같은입지갈등은거

의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갈등의 속성

상 소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결

과를 초래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하지않은결과를초래하고있다. 그리고이와

같은 입지갈등 문제가 사회전체의 개방화와

정보화 추세 등과 함께 양적 측면에서 확대되

고있고질적측면에서점점더복잡하게진전

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이와같은입지갈

등문제를적절하게해결해갈수있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주

요한과제중의하나로볼수있다.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관련 갈등문제는 정부

와주민간의관계로한정되는것은아니다. 정

부와정부간이나주민과주민간에도기피시설

의 입지관련 갈등문제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

만제기될가능성이언제든지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임명

직에서선출직으로바뀜으로서정부와정부간

의 입지갈등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기본적으로정부와정부간의입지갈

등 문제는 비용부담 관계를 통한 경제적인 문

입지갈등과 중재협상

박 종 화 교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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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행정 제도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 갈

등은제3자의개입을통한중재방식보다는공

식적인 채널을 통한 단선적인 해결방식이 대

부분이다. 그리고 주민간의 입지갈등 문제는

기본적으로시장메커니즘의질서와해당집단

들 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과 중재협상

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 연구는 주로 시행주체로서의 정부와 시설

입지대상지구의피해자로서의주민간의입지

갈등문제에초점을둔다. 

점증하고있는주민기피시설의입지갈등문

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

재까지의주된연구경향은선진산업사회나개

발도상국을 막론하고“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

른 최선안이 있게 마련이다”는 식의 기계적이

고 정태적인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민기피시설의입지갈등과그해소과정은갈

등의 불완전한 해결(quasi-resolution

ofconflict)로 귀착하기 쉽다는 전제하에서 동

태적인상황하에서유연하고탄력적인입지갈

등해소방안으로서중재협상방안을검토하고

자한다.

II. 주민기피시설의입지갈등

1. 입지갈등의원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은 기본적으

로 관련시설의 입지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효

과의 크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초과하기 때문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설입지로 인하여 근

린 주민들이 느끼는 순효과(긍정적인 효과에

서부정적인효과를차감한것)가부(負)의값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기피시설

로인한입지갈등은‘근린주민들이손해가된

다고느끼는것’이출발점이된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는 절대값보다는

인식이기본이되는것이다. 그리고그 손해는

경제적인 것이 흔히 언급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비경제적인 것들, 예컨대 심

리적인것그리고기타쾌적성요인등이또한

지적되고있다. 게다가최근정부간갈등의경

우에는 행정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

로제기되고있다.

정부간 갈등의 경우에는 그 관련주체가 단

순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의 경우 근린 주민들은 단일 개인이 아니

고 복잡한혼성체로구성되어있다. 또한대부

분의 정부와 주민간의 입지갈등은 그 복잡한

혼성체인근린주민전부의집약된의사로부터

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중의 일부 행동력

과 주장이 강한 집단의 주도로부터 시발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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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리 나라의 경우 심각한 입지갈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안 중의 상당수는 근

린주민이외의행동력과주장이강한집단, 예

컨대 환경운동단체 등의 각종 시민단체의 적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발되거나 더욱 복잡

한형태로전개되는경우가적지않다.

결과적으로 주민기피시설 관련 입지갈등의

원인을 갈등 사안별로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입지갈등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가지기쉽다. 따라서본연구는입지갈

등의 원인을 주민기피시설의 시행주체로서의

정부부문, 피해 당사자로서의 지역주민부문,

그리고 그 양자에 모두 향을 미치는 환경부

문으로체계화해서검토하고자한다.

1) 시행주체로서의정부부문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시설, 원자력 발전소

나 원자력 폐기물 저장시설, 변전소, 댐 등 주

민기피성 공공사업의 시행주체는 정부부문이

다. 정부부문은많은인원과예산등을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시민들이 적

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주민기피성 공공시설 입지관련 갈등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지예정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의입지로인하여손해를볼수있다고인

식하는것이출발점이된다. 따라서그와같은

입지갈등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

선 시행주체의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다음의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시설입지로 초래될 손해의 범위나 규

모등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어야한다.

둘째, 그파악된내용을관련이해당사자들

에게전달내지설득할수있어야한다.

셋째, 그피해당사자의손해의범위나규모

를 보상해줄 의사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시행주체의 입장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단순할것 같아도사실은그렇지가못하다. 우

선 주민기피성 공공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초

래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다. 비교적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시설의 입지

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의 공간적 범역을 어

떻게그을수있을것이며개별주민들의경제

적 피해, 심리적 피해, 그리고 보건상의 위해

등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그 손해 파악과정에서 예견되

는 어려움은 자명하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나

규모를 절대량으로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

면 시행주체와 피해 당사자간의 관계는 대개

시장에서의 거래나 흥정과 같은 상황에 빠지

기쉽다. 피해당사자들은손해의범위나규모

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시행주체의 입장에서는 손해의 범위나

규모를 축소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성향을가지게되기때문이다. 그에더하여, 설

혹 시설입지로 인하여 초래될 손해의 범위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그 내용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제

대로 전달 내지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외 시행주체인 정부부문의 장이 선출직

인경우골치아픈문제는문제해결을위한노

력보다는가능한한문제의해결자체를지연시

켜 자기 임기내 또는 선거시기를 피해가고자

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든지, 관료조직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대

한 적응력이 낮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점들이

시행주체인정부부문이가지고있는입지갈등

의원인으로볼수있을것이다.

2) 피해당사자로서의지역주민부문

주민기피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게될 것으

로 생각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입지갈등을 불

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겠지만 피해당사자로

서의 지역주민의 속성이 그 입지갈등의 한축

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민기피시설

의입지과정에서객관적으로예상되는손해의

범위나규모는물론이고주관적으로인식되는

손해의 범위나 규모 역시 지역 사회별로 다를

것이기때문이다.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수준, 인

구 집의정도, 그리고교육의수준등에따라

서반응이다를수있다.

1989년도에 미국에서 실시된 전국적인 조

사는주민기피시설의부정적인효과에대해서

고소득, 남성, 고등교육, 전문직, 기혼, 주택 소

유자, 대도시또는그 교외에거주하는집단들

이 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Daniel Yankelovich Group,1990).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은 전문직 집단들

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서 주민기피시

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인

지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서 근린생활환경 내지 삶

의질에대해서보다민감하게반응할것을예

상할 수있다. 그리고비교적안정적인거주환

경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으로 예상

되는기혼의주택소유자들이기피시설의입지

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납득

할수있다. 그런데부정적인반응이높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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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환 학교
노인요양소
유아 보호소
병원
의료 진료소

혼합 의견 집단시설(정신지체자용)
홈리스 보호소
알콜중독자 재활센터
약물중독자 치료센터
만성적인 정신질환치료센터

절대 반대 쇼핑몰
집단시설(AIDS환자용)
공장
쓰레기 매립지
교도소

<표1> 수용의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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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단들이 전체 사회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향력이 높은 집단들이라는 점이 지적되

어야할것으로보인다.

Daniel Yankelovich Group(1990) 보고는

주민기피시설뿐만아니라주민선호시설까지

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도시시설에 대한 수용

서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 1>은 일반

대중의인식차이에따른수용태도상의차이를

나타내고있다.

Daniel Yankelovich Group의보고서(1990)

는일반대중의인식차이에따른수용태도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일한 조사자료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 최근 연구(Takahashi

and Dear, 1997)는 주민기피시설과 지역사회

의 반대간에는 정형적인 추정을 곤란하게 하

는복잡성이내재되어있다고한다. 

예컨대 절대 반대시설인 AIDS환자용 집단

시설의경우만하더라도교외주민들이오히려

비교외주민들에비해시설수용성이상대적으

로높게나타난다는것이다. 즉동일한시설이

라 하더라도 지역사회별로 반응이 제각각 다

르게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3) 외부변수로서의환경부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은 시설입지로 인

하여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출발점이 되

겠지만기본적으로시설입지시행주체의대응

능력과시설입지예정지구주민들의속성상의

특징이상호작용하여엮어내는문제로파악할

수있다. 그런데그상호작용을통하여탄생한

결과물인 입지갈등은 그 양자간의 관계로만

파악할수는 없다. 그 양자의움직임에 향을

미치는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등의환경

변수의 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위

주의적인 정치체제와 민주적인 정치체제, 고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폐쇄적인 사회문화

와 개방적인 사회문화들 간에는 동일한 주민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시행주체의 움직임과

주민들의 반응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것이

기때문이다.

정도상의차이는있겠지만전세계적으로대

략 1980년대부터정보화의물결, 세계화와지

방화의 물결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략 10여년 전부터 권위주

의적인 정부의 갑작스런 쇠퇴와 정보화와 개

방화의물결등으로공공시설의입지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상의

문제점이 훨씬 더 격화되고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게다가 1995년실시된자치단

체장의 선출로 인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광역적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과정에 있어서

전면에서반대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그 외 이제까지 비교적 정치과정에서 소외

되고 소극적이었던 많은 이익집단들 즉, 환경

보호단체나 기타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조직

화와 향력의확대등이우리나라의경우권

위주의적인정부의급작스런쇠퇴와지방화의

물결등과함께활성화됨으로써주민기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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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련된입지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 

2. 입지갈등의현황

입지갈등의 원인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대략 1980년대부터 주민기피시

설의 입지갈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적인 정

치체제의 급격한 몰락, 소득수준의 전반적 상

승, 정보화와개방화의급속한진전, 그리고사

회적 소외집단의 권리주장의 강화 등은 서로

상승적인작용을하면서주민기피시설의입지

갈등문제를격화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실시된 민

선자치단체장의선출과같은지방화의흐름으

로 인하여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 문제가

더욱증대되고있는추세에있다. 

지방화의 흐름이전에는 주민기피시설의 입

지갈등 문제가 주로 정부와 주민간 갈등문제

로 표출되었지만 민선단체장의 선출이후 2년

간(1995.6-1997.5) 입지 및 개발관련 갈등

내지분쟁에대한한조사에의하면정부간분

쟁건수가 정부-주민간 분쟁건수와 동일하게

나타나고있다.

<표 2>에 의하면 분쟁성격상 입지관련분쟁

이 권한관련분쟁에 비해 거의 배 가량 발생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분쟁내

용상 광역시설 관련 분쟁이 개발사업이나 하

천관련분쟁에비해각각3-4배정도많이발

생하고있다. 

환경문제관련분쟁에대한최근8년간의전

체현황과 그 자료를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표 3>이다. <표

3>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이전에 비

* 총분쟁건수는민선자치제이후2년간중앙및지방일간지에게재된분쟁건수
* 자료 : 김용웅, “국토개발관련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21세기선진국토를향한정책과제, 1998. p.172.

<표2> 국토개발분쟁유형별발생현황(1995.6 ~ 1997.5)

구 분

분 쟁 주 체

분 쟁 성 격

분 쟁 내 용

총분쟁건수

분쟁유형 분쟁발생사례(%)

정부간분쟁

정부-주민간분쟁

입지분쟁

권한분쟁

하천관련분쟁

광역시설관련분쟁

지역개발사업및기타분쟁

170(50.0)

170(50.0)

221(65.0)

119(35.0)

54(15.9)

213(62.6)

73(21.5)

3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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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방자치 이후에 환경문제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간 및

국가와 지역주민간 분쟁은 지방자치 이후에

급격하게증가했다는것을알 수있다. 지방자

치이전에는거의6년간국가와자치단체간분

쟁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다가 지방자치 이후

2년남짓만에분쟁이18건이나나타나는것은

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표 3>을통해서전형적인주민기피시설들

인 폐기물 매립지나 소각시설 그리고 하수처

리시설 관련 환경분쟁들은 분쟁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지난 8년간 전체 분쟁

건수중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에 약

78%(62/80) 가량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자치단체간은 약 19%, 국가와 자치단체간

은 약 4% 그리고 국가와 지역 주민간은 전무

한실정이다.

III. 입지갈등에대한대처방식

사회적필요성에따른시설이지만근린주민

들이 기피하는 시설입지에 따른 갈등문제는

완화 내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

다. 하지만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어

* 주 : 지방자치이전과이후는1995년 7월 1일을기준으로구분.
* 자료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 각년도분(1993-1997년)

; 중앙및 지방일간지보도자료(1991-1997년)를각각참조하여작성한정회성·이성우·강철구
(1998:15)의재인용.

<표3> 환경분쟁의발생현황(1990.1 ~ 1997.12)
(단위: 건)

분야 계

280 90 190 61 24 37 64 14 50 18 0 18 24 5 19 82 34 48 31 13 18

134 70 64 21 16 5 2 2 0 0 0 0 9 5 4 82 34 48 20 13 7

146 20 126 40 8 32 62 12 50 18 0 18 15 0 15 0 0 11 0 11 7

34 6 28 13 5 8 8 1 7 7 0 7 6 0 6 0 0 0 0 0 0

72 13 59 4 2 2 52 11 41 10 0 10 4 0 4 0 0 0 2 0 2

18 0 18 8 0 8 2 0 2 1 0 1 5 0 5 0 0 0 2 0 2

22 1 21 15 1 14 0 0 0 0 0 0 0 0 0 0 0 0 7 0 7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지
방
자
치
이
후

물
환경기초시설관련

폐기물 하수(분뇨)
자연환경 소음·진동 대기

당사자

계

환경피해분쟁

(사업자대피해주민)

국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

소계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국가와

자치단체간

국가와

지역주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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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식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입지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 내지 변수

가아주다양하고상황역시제각기다를수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지갈등의

완화 내지 해소과정에서 흔히 이용되는 대처

방식들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보상을 통한 문

제해결방식, 제도를통한문제해결방식, 또는

인식내지 의식수준의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등으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물론이

와 같은 대처방식들이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상호연관되어나타날수있다. 

1. 보상적대처방식

주민기피 시설의 입지갈등의 완화 내지 해

소는특정집단의사익추구의기회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논리

적으로 피해를 입은 실체에게는 손해에 상응

한 적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입지갈등의 소

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방식들을 일괄해서 보상

적접근방식으로 부를수있다. 

보상적접근방식은기본적으로부담과편익

의 일치를지향하는것이다. 즉 책임소재와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집

단의희생의토대하에서소위‘공익’이추구되

어서는안된다고보고 있는것이다. 따라서이

방식의 핵심은 부담과 편익의 일치를 지향하

는 적정기준(fair share criteria)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재산권의

보장을규정하고있고, 동법제3항은공공필요

에 의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근거법률

에 재산권 침해규정과 함께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보상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

를 지향하고있다고볼 수있다. 그런데우리의

법체계상행정상손실보상제도에관한일반법

이존재하지않고토지수용법등각개별법에

서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을뿐이다. 따라서법률이재산권의공

권적 침해를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는데이경우

피해자의구제가문제된다. 

적정보상과정에서 흔히 보상재원이 문제가

되는데책임성의소재에따라서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으로보인다. 

2. 제도적대처방식

입지갈등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간

이해관계의 다툼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쌍방

이동의하고납득할수있는합리적인규칙내

지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지갈등

을 완화 내지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규칙 내지 제도의 정립이 기본이 된다고 인식

하는 입장으로서 제도적 접근방식으로 부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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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사이의권리분쟁은궁극적으로

법원의판단에의존하게된다. 

특히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입지갈등 내

지 분쟁은 법원이 인근주민의 권리를 확인하

고 시행기관의 보상(또는 배상)책임을 선언함

으로써 당해 갈등내지 분쟁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유사사안에 대한

권리와의무를획정하는역할을한다.

소송에의하여해결할수있는문제나또그

장점이없는것은 아니지만, 환경갈등내지분

쟁을 소송에 의지해서 처리하려고 할 경우 우

리는 대개 엄청난 소송비용, 소송기간의 장기

화에직면하게된다. 소송은거의언제나지역

사회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역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법정에서 사안이 논의되는 동

안 시설의 개소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Dear, 1992:297). 이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

면서환경분쟁을처리하고자만들어진제도로

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도가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민기피 시설의 입지갈

등내지 분쟁의 경우 장기적으로 주민참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증진, 그리고 기술적 저감대책의 확보

등의 방향하에서 주민옴부즈맨, 주민모니터링

제, 주민투표제, 그리고 비용분담제 등의 제도

적 조치를 강구하고있다(김용웅, 1998:182-

83). 현재우리나라의정부-주민간분쟁조정

제도의 실태는 다음<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인식적대처방식

<표4> 우리나라의정부-주민간분쟁조정제도실태

구 분

주민참여제도

보상제도

제3자의의한

분쟁조정제도

현 황 및 문 제 점

▷현현황: 공청회, 공람, 주민투표제, 청원, 이의제기등

▷문제점: 구체적분쟁사안에대한참여제도미비, 형식적인제도운

▷현현황: 재산상손실보상, 지역보상

▷문제점: 이해당사자간의합의도출이가능한재산상, 건강상, 환경상의위해

경제적보상위주의분쟁조정책치중

▷현현황: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등

▷문제점: 분쟁조정과정에서당사자가직접참여하여대안을모색할수있는

장치부재재판시시간및비용의과다로적기의해결곤란

* 자료 : 김용웅, “국토개발관련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21세기선진국토를향한정책과제, 1998.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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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규칙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장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인식 내지 의식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가능한데 이

를인식적접근방식으로부를수있다.

입지갈등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서는 갈

등의당사자들, 그리고더 나아가서는전체국

민의 인식 내지 의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

다고 보고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와

시행기관간에연계노력을강조하는입장이다. 

인식 내지 의식의 전환이라고 해서 사회구

성원들의윤리나도덕수준이높아져야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

성원들의도덕수준이높아서타인의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바

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상당부분 내부화시킬

수 있겠지만, 보다중요한점은입지갈등의원

인 제공자가 대부분 우리 모두라는 인식의 전

환을 통해‘우리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과

‘우리모두를위하여앞으로무엇을어떻게해

야 하는가’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식이 필

요하다고보는것이다.

입지갈등현상은선진산업사회나개발도상

국을막론하고공통적으로직면하는문제점이

지만,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과거수십년

간에 걸쳐 시민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 내지

의사전달이일방적인홍보나선전에치우쳤던

감이 있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공공관계

(public relations)의 형성이 미약했고 결과적

으로 쌍방간에 불신의 정도가 깊었다. 따라서

지역적인갈등사안이건설적으로해결되는경

우는 드물고 대부분 파국적인 분쟁으로 귀결

되는경우가적지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가기 위

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내지 의식이 전향적

으로 바뀌어져서 상대편의 권리나 의무 그리

고 입장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것으로보인다. 그와같은과정을통해서자

기책임 원리의 확립 등 기본적인 행위 기준이

정립될수있다.

IV. 합의형성과정으로서의
중재협상

입지갈등이란현상그자체는특정시점에서

보면 단일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대처방식은제III장에서논의되었듯이보

상, 제도, 인식 등 여러 가지 접근방식들이 개

별적으로또는중첩적으로사용되어져왔다. 

그런데제II장의입지갈등에대한원인분석

에서 잘 드러나듯이 주민기피시설 관련 입지

갈등을 그 역학메커니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원인은 대개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다. 따라

서 해결메커니즘 역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

안이필요할것이라는것을알수있다. 

1. 왜중재협상인가?

갈등이 존재할 때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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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개

의 주민기피시설 관련 입지갈등처럼 사안이

복잡하고피해집단을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

고경제적인이해관계에서심리적인이해관계

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한 경우

에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갈등을 해소

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즉갈등 당사자들끼

리만남겨두어서는불신이증폭되어서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즉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유

연하고탄력성있게풀어가는중재협상형태가

바람직한방안이될수있다. 

중재협상에 있어서 중재자란 갈등 내지 분

쟁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갈등 내지 분쟁을 해

소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조력할 목

적으로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중립적 실체를

말한다.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과 같이 갈

등의 역이 거대해져서 개별 참여자들이 자

신이 속해있는 현재의 위치와 현상에만 집착

을 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

에는중재자의역할이더욱확대될수있다. 왜

냐하면직접적인이해당사자들은입지갈등의

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기보다는지엽적인문

제에 집착하거나 국지적 합리성 추구에 머무

르기 쉽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재협상은

그 성격상 협상환경이나 협상과정에 중요한

향을 미침으로써 합의형성 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점점더높아지는추세에있다.

Blackburn(1990:157)의 미국사례연구에

의하면 160건의 환경중재협상사례중 약 78%

의 협상성공률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3자의

조력을 통한 협상형태가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배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미국내에 있어

서 중재협상에 의한 갈등해소 사례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Madigan et al.(1990:10-23)

이 제시한 6건의 사례분석에서도 협상과정에

있어서 중재협상 방식의 효과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협상 그 자체로서 모든 입지갈

등문제가저절로해결된다고볼수는없다. 중

재협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또는 변수들이 시대와 장소에 따

라다를것이고, 동일한시대나장소라하더라

도 중재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제반 참여자들

의취향이나능력등다양한요인내지변수들

에의해서 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2. 중재협상의과정

주민기피시설의입지갈등문제는대부분복

합적이고유동적인사안들이다. 

이와 같은 입지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합의

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중재협상의 역할이

점점더강조될것이라는것과그와같은중재

협상제도가소기의목적을달성해가는과정에

서 단순히 중재협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이나구호만으로서는불충분할것이라는것을

앞절의논의에서쉽게짐작할수있다. 여기서

는 중재협상이 실제입지 갈등의 완화 내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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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과정에 적용될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적인과정들을밝히고자한다. 

중재협상(mediated negotiations)은 갈등이

없거나 또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 필

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에 요청되는것이통례이다. 즉 갈등상황하에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선택기회를 중립적

인제3자를이용하여비대결적인탐색으로찾

아보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그과정은구체

적인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

적으로 사전준비과정, 협상 및 합의 형성과정,

그리고실행및평가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Madigan et al., 1990:10-38; 권원용,

1993:12; 이종규외, 1994:112-114). 

중재협상의기본목표는갈등사안에대한합

의 형성이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우선사전준비과정이필요하다. 이 과

정에서는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관계 당

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중재자로서 적합

한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혀가는 것이 중요하

다. 다만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입지갈등이 현

존하는 상태로 새롭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

할때최초에이와같은일들을수행할수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누구인지가 의문이 될 수있

다. 일단은 시행기관으로서 공공부문과 피해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주민 또는 대표가 이와

같은 역할을 공동작업으로 수행해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상의하

달식(top-down)의 공공부문 주도로 제반 일

들이 거의 전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지만, 탈권

위적이고다원적인사회에서는상의하달식의

사결정 메커니즘과 하의상달식(bottom-up)

의사결정메커니즘의조화로운운 이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메커니

즘하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누구이며, 그

들이 안고있는문제점이무엇이며, 그리고이

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중재자가

누구인지가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적합한 중재자가 설

정되면중재자의주도로협상의제의설정, 협

상규칙의 정립, 시간계획 등이 작성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은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지원하

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자원

의 확인, 관련 정보의 수집, 공동현장 답사 등

을 통한사실확인작업, 그리고필요하다면이

해관계당사자들을대상으로필수적인협상관

련절차나기법등을교육내지소개할수있을

것이다.

사전준비 과정이 완료되면 그 과정을 토대

로 합의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협상에 들

어가게 된다. 그런데 주민기피시설 관련 입지

갈등은 대개 갈등의 역이 거대하고 복잡한

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우선이해당사자들

의 기본 입장이 반 된 단일화된 협상 계획서

의작성이최종합의서의작성및서명의출발

점으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단일화된 협상

계획서를토대로중재자는이해관계집단들의

표출된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내재된 이해관

계 모두를 반 하여 잠정 합의안을 만들게 된

다. 다만 중재자는잠정합의안이양측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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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익이된다는인식을줄수있어야하기때

문에 상충되는 양측 이해관계의 중간선을 기

준으로 흔히 잠정 합의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이과정에서사안의규모가크고복

잡하다든지 전체 사회에 미치는 향이 클 경

우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을 것

이다. 이와같은 소위원회는 그 성격상 기술적

합리성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

당 사안별 전문성을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

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그런데주민기피시설관련입지갈등의경우

관련 정보의 불충분한 전달 내지 왜곡된 정보

의전달이흔히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중재

자는 이해관계 집단들과의 공식적 의사전달

채널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의사전달 채널을

확보하고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

서 잠정 합의안이 이해관계 집단들의 합의 형

성으로 귀착하게 되면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

고서명을받는절차가수반된다. 다만갈등의

성격상대표자간의합의로불충분한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 집단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환류메커니즘을작동시킬수있을것이다.

최종합의서의작성및서명으로입지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안이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고 제대로 실천될 수 있

도록준수의무를부과(예, 이행조건부기탁금)

할 필요가 있고 합의안의 공식화를 위해서 공

표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입지갈등은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점검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차후유사한사안에대한선례로삼

기위해서전체협상과정에대한사후적인평

가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기피시설 관련 입지

갈등의 여러 문제가 상당부분 정치적 과정을

통해 여과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의사

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지방의회나지역문제에 향력이있

는 정치가들이 하나의 중재 실체로서 상당한

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현

실적으로 지방의회나 지역 정치가들이 또 다

른 집단이기의 형태로 갈등 내지 분쟁의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실체의형성또한고려될수있을것으

로보인다.

3. 중재협상의한계

이제까지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 문제에

대한탄력적인대처방안으로서중재협상이왜

필요한가의문제와중재협상이실제로적용될

경우에참고가될수있는가상적인과정을논

의하 다. 여기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재

협상이 안고 있는 애로점 내지 한계가 무엇인

지를밝혀보고자한다. 

첫째, 중재협상의 유용성 내지 효과성이 불

분명한 경우가 많다. 중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상충된이해관계를확인하고

그 절충점을 모색해 들어가는데 흔히 중간선

접근을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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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 접근이란 것이 당면한 갈등 내지 분쟁

을 풀어가는데는 기여하겠지만 그 자체가 진

정한 문제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효과적인 중재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

익과 사익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는 어떠한가, 합리적인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그와같은점들이불분명하다.

둘째, 중재협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잘 훈련된 중재자의 존재가 필

수적이다. 그런데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

사안은 항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지역에 불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사안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재자 집단이 상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고 사안이 생기면 임시적으로

형성되기가 쉽다. 이와 같은 경우 복잡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역에 적합한 중재자를

적시에 발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현실

적으로지역정치가, 지역대학교수, 지역시민

단체 등에서 중재자 집단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복잡하고 시민의 이해관계에 바로 직

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가는

물론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지역전문가들 내

지 지역 대학교수들 조차 적극적으로 문제해

결에나설수있거나나선다고보기힘들다. 

셋째, 중재협상이 제대로 제도화되고 정착

될 때까지는 중재자의 형태로 전면에 나서는

실체는 대개 시민운동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운동단체들은대개자발적인비 리봉사

단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특별한 예

산이나 기금의 지원이 없어도 중재자로 기능

할수있다. 하지만시민운동단체들은대개일

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나 인식제고에 관심

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정능력을 넘어서

는이상적인제안을주민기피시설의시행주체

에게 요구하기가 쉽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성이낮은정보를무차별적으로제공하여

중재자로서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시키거나 상호간의

불신을증폭시킬수도있다.

넷째, 중재협상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재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자

금마련이뒤따라야한다. 

그런데 주민기피시설 관련입지갈등의 성격

상 중재집단을 상설화하기 힘들고 따라서 적

절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쉬

운 일이아니다. 그리고갈등의사안마다다르

겠지만그필요자금을누가얼마만큼부담하

는 것이 적정한가도 불분명하다. 서구사회의

경우 공익단체 내지 재단으로부터의 지원 기

금을 이용하여 중재협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V. 맺음말

미래사회는 어차피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사회각구성실체간에동시에그리고다량전

달되는 네트워크 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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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입지갈등과 같

은미묘한사안은특히직접관련당사자집단

간뿐만 아니라 중재자 집단 내지 간접적으로

향력이 큰 집단들도 포괄하는 연계 체계가

수립되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연구는 우선 입지갈

등의 원인과 현황을 검토하고, 입지갈등에 대

한 대처방식들을 보상적 대처방식, 제도적 대

처방식, 그리고 인식적 대처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으로서의

중재협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중재협상의

필요성, 과정, 그리고한계를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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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4aims tostate the

presentcondi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on policies through case in

Tae-gu city. 

The histor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is

being conducted basedon three main legal

sistems. 

The conservation of historical townscape

using area designation was actively pursued

throughout 1980’s, maintenance and

environment areinefficient. 

The histor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from the urban planning point of view is

becoming urgently required.

Ⅰ. 서론

도시는 그 속에서 생을 위하는 시민들의

정성어린 사랑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기를 먹

고 자라나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다. 따라

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행정 곧「문화행정」

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위시한 거시적 차

원의행정에못지않게결코가벼이할수없는

도시행정의근간이라고할수있다. 

이는 무릇 세계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강대

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문화대국이었다는 사

일본관서(關西) 문화·학술·연구도시의
개발경험을통해본대구시문화행정의전개방향모색
A Study of the culture Administration in the Tae-gu City

Chung Hyun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Kyongju university

정 현 교수
(경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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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도잘알수있는데, 더욱이경제적인성

장의 가속도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시들지 않

는 시민정신의 계발(啓發)을 촉구한다는 점에

서도 문화행정이 가지는 본래적 중대성은 어

느분야에 못지않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오늘날 급변하는 도시공간속에서의 역사·문

화환경의 존재가치를 재음미하고 둘째, 대구

의 전통문화와 역사환경의 현황과 특징을 살

펴보며 끝으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

고있는일본의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의

개발사례를참고로하여, 대구시가역점을두

고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략 중의 하나인 문

화·예술행정의전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

다.

Ⅱ. 대구시역사·문화공간의
현황및특징

1. 도시공간구성및사회적특징

고대에 이미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고 추

정되는 대구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시간의

깊이를 가진 도시중의 하나이다. 즉, 고대사회

부터 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달해 온 남한

유일의 대도시이기도 하며, 따라서 대구는 전

통적인 역사도시·문화도시·교육도시 등으

로일컬어져오고있다.

그러나대구는도시공간변혁기를지나면서

성문·성벽·고 건물등 문화재들이 일본인에

의해 파괴되었고, 8.15와 6.25의 사회혼란기

를 거치면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도시공간

은무질서하게변하 다. 

또한, 1960년대이후의급격한도시화와산

업화과정을겪으면서역사환경과전통문화의

보존이나 미적 가치의 도입이라는 과제를 망

각한 채 획일적이고 당장의 능률화를 앞세운

도시개발에 려역사경관요소들은도시공간

속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그 빛을 잃어가고 있

다. 따라서훌륭한역사와전통문화를가진시

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점점 퇴색해 가

고있는것같다.

하지만 대구는 수천년을 도시적 성격을 지

니면서계속발전해왔고, 1960년대이후의급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인구는 경북 각지

의 농·어촌에서 모여든 사람들로서 그다지

사회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의미에서대구는 남지방전통

사회의여러농촌과도·농양극화(都·農兩極

化)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체계

의틀속에있는것이며, 동시에독특한지역특

성(local identity)도 간직하고있다고하겠다.

2. 도심역사공간의현황과정비과제

1) 도심역사환경의분포현황

도시의 아름다움과 매력의 일반요소로서는

첫째, 맑은공기·주위의산형·깨끗한물(江)

등 자연을 나타내는 이념적인 것과,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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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분수 등 인위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있

다. 전자는주로지키는자연인데반하여후자

는만들어내는자연이라할수있다.

둘째, 역사성에 관련한 것으로는 지명·향

토예능 등이 있고, 인위적인 것으로는 역전·

간선가로·도심의상가·공공건물·야경·토

산물등을들수있다.

도시는 저마다의 독특한 도시상(都市像)이

있고, 특히 도심은그 도시의 의식구조와 문화

가 표현된 역사성을 유지·반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도심공간에서는 넓은 도로와 현대식의 고

층 건물군 만으로는 의미있고 개성있는 도시

환경의연출을기대할수없을것이다.

2) 역사환경조성이기본과제

전통문화란“어떠한문화와내용이그집단

내에서 전수요소(傳受要素)와 새롭게 가미된

미동화(未同化)의외래요소로서구성”된것이

다. 즉 엄 히말하여순수한전통문화나변화

없는문화란존재하지않으며, 문화는항상바

뀌고복합화하는것이다. 따라서, 경관을문화

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현이라 이해

한다면 도시문화 없이 형성된 도시경관은 존

재할수없으며, 경관도문화와더불어계속변

화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전통문화의발전적계승을

위한역사환경의재구성은단편적인역사적·

문화재적인유물을원형그대로유지시키려는

노력보다는새로운역사경관을창조한다는입

장에서접근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도시

의 분위기는 개별적인 건물에서가 아니라 공

공적공간에서우러나오기때문이다.

Ⅲ. 일본의역사·문화환경의
조성사례및최근의동향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 關西·
文化·學術·硏究都市)의개발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시에는 많은 우수한

역사·문화환경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급

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 속에서 파괴되고

훼손되어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런데일본에서는역사·문화물을잘보존

하고창조적으로계승·발전시켜나온까닭에

이들이 시민들의 올바른 사고형성과 가치관

확립에절대적으로기여해오고있다. 특히여

기에서 소개하는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

는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의 보존 일변도 정책

에서탈피하여전통문화를효과적으로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선험적인 사례이기 때

문에앞으로대구시가문화정책을추진하는데

커다란 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서 문화·학술·연구

도시조성의 특징과 그 대표적인 시설사례를

고찰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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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의
의의및특징

1) 도시건설의의의및목표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는 쿄토(京都),

오사카(大阪), 나라의 3부(府)·현(縣)에 걸

친구릉지에문화·학술·연구의진흥과발전

을 위해 21세기를 향한 시범적이며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건설되었다(<도 1>참조).

즉,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는 옛부터 이

지역에서 꽃피워져 왔던 문화·학술·연구기

능을 살려서 역사, 문화, 자연환경으로 충만한

21세기를향한창조적, 국제적, 학술적, 산업적

인 문화·학술·연구의 새로운 거점 형성을

지향하고있다.

이 도시의 건설목표는 문화·학술·연구시

설 등의 정비, 산업의 진흥, 거주환경의 정비,

도시기능의 종합적 정비, 광역적인 교통시설,

정보·통신기반시설의정비등으로요약·정

리할수있다.

2) 도시의구성및정비계획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는 <표 1>과 같

이 문화·학술연구 지구와 그 주변 지구로 구

성되어 있는데, 총 규모는 15,000ha이며,계획

인구는 38만인이다. 한편, 도시별의 문화·학

< 도1 >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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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연구정비계획은<표2>와같다.

이와같이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는일

점집중·집적형 개발이 아닌 문화·학술·연

구지구를12개소로분산·배치하여각지구마

다 기능을 분담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교통·

정보의 체계화에 의해 전체적,유기적으로 연

결하는 다핵심 연계형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가장큰특징이다. 그런데, 이와같이분산배치

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까닭은 기성 시가지와

의 조화를도모함과동시에, 주위의농토와삼

림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

하고자함에있다.

또한,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에서는 상

기와같은개발방식을취함으로서도시개발이

탄력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이 도시에서는 정비를 위한 조건이 잘 갖추어

진문화·학술·연구지구를먼저개발하고도

시전체의통일성에유의하면서계획적·단계

적으로점차그정비범위를넓혀나가고있다.

이외에도 학술·산업 및 행정 각분야의 협

력을 기초로 하여 민간활력(제3섹터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수있는데, 이들각분야는적절한역할분담

아래협력하여문화·학술·연구시설등관련

공공·공익적 시설, 주택, 그 외의 주택환경,

도시기능의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2. 역사·문화시설의대표적인개발사례

전술한것과같이관서문화·학술·연구도

시는문화외에도학술과연구기능을수행하기

위한시설들이복합적으로어우러져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서 문화·학술·

< 표1 >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의개요

관서문화·학술

·연구도시

지역명

문화·학술

연구지구이

가

운

데 주변지구

대 상
면적
(ha)

계획인구
(만인)

교토부, 오사카부, 나라현의 3부·현 5시 3정

(町)에걸친지역
15,000

3,300

11,700

38

18

20

문화·학술·연구시설, 관서문화·학술·연구교

류시설을정비함과동시에공공·공익적시설,주택

시설, 그외의시설을정비해야할지구(12지구)

문화·학술·연구지구 이외의 지구로서 문화·학

술·연구지구의 정비에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며, 아울러환경을보전해야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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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도시별문화·학술·연구지구의정비계획

위치
면적
(ha)

인구
(천인)

문화·학술·연구시설등의정비(구체적인시설)

·교육연구 시설의 정비를 꾀함(부지내 동지사대학(同志社大

學),동지사여자대학설립).

·창조적인기초연구, 응용연구, 고령자에관한연구를행하는

시설 등의 정비를 도모함(쿄토 후생연금 휴가센터, 쿄토부

화훼종합지도센터, 쿄토부농업자원연구센터).

·문화,예술에관한고도의연구를행하는시설, 정보제공시설

등의 정비를 도모함(케이·한·나 플라자, 국제전기통신기

술연구소, 지구환경 산업기술연구소, 국제고등연구소, 국립

국회도서관).

·선진 기술분야인 공동이용 연구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비를도모함(고품질이업종교류센터, 이온공학센터, 자유

전자로연구소, 관서외국어대학설립).

·녹지의문화원, 다학의연구,교육·여가시설등의정비를도

모함(녹지의문화원, 부립학술·연구기념공원, 다학연구소).

·건강 등 생활문화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연수, 연구 등을

행하는시설등의정비를도모함.

·특별사적의보존정비, 간선대로복원정비, 문화재, 고고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시설 등의 충실, 정비를 도모함(특별사

적·궁적연구소, 주주대로복원연구소, 문화재연구소설립).

·생활관련, 정보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행하는 시설의 정비

및이들에관련하는연구시설등의정비를도모함(정신문화

연구원).

·나라 첨단과학기술 대학원·대학과 문화·학술·연구시설

등이 정비를 도모함(나라 첨단과학기술 대학원·대학, 고고

학연구소, 생활문화연구소설립).

교토부

(東京府)
1,948 114

532 16

549 39

오사카부

(大阪府)

나라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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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대구시의문화정책수립에참고가될것으

로보이는대표적인역사·문화시설을발췌하

여그개발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고품질이업종교류센터(高品質異業種

交流센터: High Teach Reserach Park)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의 고품질 이업

종교류센터에서는우리들의일상생활에관계

가 깊은 13개의 이업종 기업이 각각의 사업

역에서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주제는 21세기를 향한 격조 높은 생활문화의

창조이다. 이곳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능

성·경제성과 더불어 높은 감성이 제품 생산

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주시하여 사람들의 마

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감도적인 물건을 생

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업

종 교류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이 센터에 입

주하고 있는 13개 회사 각각의 다원적인 연구

개발이 행하여지는 한편, 이업종 교류를 통해

서 정보교환과 공동연구·공동사업의 구체화

등 상승효과에 의한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는점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본 센터의 이온공학

연구소와 문화재 연구가 공동연구를 시행한

결과 반도체 연구용으로 개발된 이온을 조사

하는 장치가 고고학의 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분석에활용된것을들수있다(<도2>

참조). 분석한것은비파괴로도자기의성분을

조사치 않으면 안되는 이업종 교류센터내의

문화재연구소가부식의진행상태를의뢰받은

세계적인 중국의 청동도자기 다. 그런데, 지

금까지고고학의분석에서사용되어왔던X선

과중성자를조사하는방법으로는정도면에서

뒤떨어지고 방사선에 의해 유물이 파손되는

<도2> 이온조사에의해문화재연구소에서
분석되고있는중국고대의청동도자기

<도3> 정신문화연구소와견직연구가공동
연구한개성있는결혼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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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하여 부식의 상태를 조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문화재연구소에서

는 인근의 이온공학센터의 협조를 얻어 반도

체 분야의 분석용으로 개발한 고에너지 이온

빔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PIXE (입자여과 X선

분석 : 이방법은 초속 약 1만㎞로 가속한수소

이온을 유물에 조사, 유물로부터 생성되는

XTJSDMF 분석해서 1조분의 1g의 미량원소

까지검출한다. 즉, 이를통해지금까지의미량

성분의 분석방법 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유

물표면까지도취급할수있게되었다)로불리

는 방법으로 아무런 손상없이 유물의 성분을

분석해내는성과를거두었다.

이와 같이 다채로운 업종과 분야로 구성되

어 있는 고품질 이업종 교류센터에서는 각각

의 기업이 가지는 기술과 노하우(Know-

How)의 상승적인 연계에 의해 1개 기업이 가

지는 사업 역에서의 한계를 초월하고, 시대

를혁신하는공동연구·사업화의꿈을추구하

고있음을알수있다.

<도4>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의대표적민속문화교류터전인케이·한·나플라자

케이·한·나 플라자는 문화·학술을 진흥시키며, 연구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주임무

로서, 연구동(硏究棟)과교류동(交流棟)으로구성되어있다. 본건물의전정에설치된

시계탑은 국제공모를 통해 채택된 개관 기념물로서 침의 길이가 35m나 되며 세계평

화를상징하기위해침의끝은북극성을가리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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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한·나플라자

쿄토·오사카·나라의 접경지역에 건립된

케이·한·나플라자는 문화·학술을 진흥시

키며, 연구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주임무로서,

연구동(硏究棟)과 교류동(交流棟)으로 구성

되어있다. 현재, 연구동에는 100개의국립신

기술사업단연구팀과다채로운민간기업연구

소가, 교류동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데이터의

검색 등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홀

이 입지하여 있다. 그런데, 이 홀 내의 레스토

랑의 이름 전부를 세계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나일강·한강·세느강등강이름으로정

한 점과, 전정(煎庭)에 기념물로서 일본 최대

의시계탑(침의길이가35m나되며, 세계평화

를 상징하기 위해 침의 끝은 북극성을 가리고

있다)을세워도시를대표하는랜드마크(Land

Ma가 :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조성해 나

가고있는점이특징이다.

<도 5> 에서도알수있는것과같이플라자

연구동에서는정기적으로세계각국의저명한

민속학자들을 초빙하여 각국의 문화·풍습·

예술활동을소개하고연구하는교류활동을지

속적으로행하고있다.

3) 다학연구(茶學硏究)센터

오사카의음료가공기업인 (주)복수원이건

립한 다학연구소는 물질만능 시대에 잊혀져

가는 정신문화를 계발하기 위한「사람과 사

람」,「사람과 문화」,「문화와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시설들로구성되어있다.

<도5> 케이·한·나플라자연구동에서의세계각국연구자들의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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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에서는 현재 <차와 생활>, <차와 문

화>, <차와 과학>, <차와 농예>, <차와 공예>

등에 관한 체험과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교청소년들을 교류센터에 초청하여

일본정신의원류라할수있는다학을가르치

고, 다학센터의 담장을 차나무로 조성하여, 지

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접하고 채취할 수 있도

록 개발하고 있는 점은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도시중에서도 가장 문

화의불모지라할수있는오사카의인식을바

꾸고자 지역기업이 선도하여 차음료 개발(전

통차를음료로개발하여일본전역에파급, 다

학의본거지가오사카임을효과적으로주지시

키고있음)에노력하고있는점등은좋은사례

라할수있겠다.

4) 부립학술·연구기념공원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건립된 부립 학

술·연구 기념공원은 주위의 산림과 연못을

현상대로보전하면서참신한다리와휴식시설

을 가지는 회유식의 일본정원, 야외무대, 산책

로 등을 정비하여 세계의 연구자들과 지역주

민의 교류의 장을 창출하고 있다. 공원전체를

자연보전구역과 교류구역으로 나누고 자연보

전구역에서는연못과산림, 그리고그곳에서

식하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장치(막사)를 설

치하고있다. 또한, 교류구역은 약 2ha의 잔디

광장, 일본의 문화와 풍토를 표현하는 새로운

감각의 일본정원, 이들 양자(兩者)를 산책로

등으로연결하는계곡등으로3개의죤을설정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교류구역의 중심

적인 역할을 다하는 정원죤에서는 연못을 살

린 회랑식(回廊式)의 정원을 정비하여 일본의

산야에서 흔히 접할 수있는 친근한 산천과 바

위 경관을 조성하고, 현대식의 문양을 배합하

여신감각의일본정원을연출하고있다. 

특히, 정원 전면에 휴식·전망·옥내 교류

<도 6> 다학연구센터내정신문화수련원에
서의다도학강의

<도 7> 다학연구센터내의차나무재배및
채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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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도 건설하고 있으며, 연못과 이들 시설간

의 가교역할을 하는 다리교각 부분에 쿄토·

오사카의 전원풍경을 새겨넣는 등 시설물 하

나 하나에도 문화의 향기가 배어 나오도록 세

심한주의를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부립 학술·연구 기념공원은 세계

각국에 일본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있는전진기지역할도기대된다고하겠다.

5) 국제고등연구소

쿄토부의 소규모공장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1993∼1994년에 걸쳐 건립한 국제 고등연구

소는「인류의미래와행복」을위해공헌하고자

설립된 연구소이다. 이곳에는 연구에 있어서

유연성과 개방성 그리고 유동성을 갖춘 연구

소로서의성격을최대한살리기위해「학자촌」

을건립하고있다. 

이곳학자촌에서는국내·외의우수한연구

자를 일정기간 초빙하여 자유로운 연구테마

(주로,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질적인 향상방안

에 관한)를 설정해서 주제연구와 토론회를 행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쿄토시의 중추관리 기능

을 제고하고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지역대학과공동으로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초빙하여 기초과학연구

에몰두하고있다.

이상, 일본의 관서 문화·학술·연구도시의

개발사례를고찰해보았는바, 이를통하여얻

을수있는교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조적 수단으로서, 전통문화

의 보존과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다. 즉, 문화적인뒷받침이없는산업의뿌리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가장일본적이고전통적인것이곧가

장 세계적이라는 근본사상하에서 전통문화를

<도8>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의상징이되고잇는부립학술·연구기념공원

「자연과의 공생」을주제로 건립된 부립학
술·연구기념공원은 주위의 산림과 연못을
현상대로 보전하면서 참신한 다리와 휴식
시설을 가지는 회유식의 일본정원, 야외무
대,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세계의 연구자들
과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 공원에서는 차기 아시안 정상회담의 개
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세계 각국
에 일본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전진기지역할이기대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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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전통적인문화와역사를잘 보존하

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선진 세계 각국과

각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세계평화에도 기

여할 수 있다는 근본인식 아래에서 문화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케이·한·나

플라자와 국제고등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적

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일본과 외국문화를 소

개하고, 창조적인 역사·문화의 재해석을 통

해시민들에게일본의전통문화를효과적으로

주지시켜나가고있는점등에서도잘알수있

다. 

셋째, 문화재나 사료가 시민들의 의식개혁

과 가치관 형성에 직결될 수 있도록 문화재의

실용화와생활화에문화정책의중점을두고있

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의 전파·실용화」을

위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자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학연구소의 사례는 지

역기업의사회적인기여도가미흡한대구시의

사정을감안해볼때, 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

겠다.

넷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적절한 조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정책도 산업의

한 분야로 취급하여 이업종간에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특히, 섬유 연구소와 정신

문화연구소(결혼예식업), 이온공학연구소와

같은 이질적인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교류

등은 대구시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참고해야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① 문화·학술·연구 도시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가일원화되어있는등도시의개발과관

련한 법적·행정적 정비가 잘 이루어져 효과

적인문화정책이추진되고있는점, ② 도시개

발의관건이라고할수있는안정적인재원확

보를위해제3섹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하

<도9> 쿄토의국제고등연구소

■시설개요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구조등
주요시설

약4.0ha
5,252㎡
6,040㎡
RC조지상2층
연구, 관리블록
주택블록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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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점, ③ 문화정책의활성화와시민들의

관심을유도하기위해서현상공모·공청회등

을제도화하고있으며, ④세계화시대를맞이

하여 일본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파

급해 나가기 위해 건물의 식당 이름까지도 해

외의 역사적인 지명을 원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 등은 커다란 교훈이 된

다고하겠다. 

Ⅳ. 대구시역사·문화행정
의전개방향모색

앞에서는 일본의 관서 문화·학술·연구도

시의 개발사례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 특징과

성공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참

고로하여대구시역사·문화행정의전개방향

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대구시문화·학술·연구단지조성

대구시가 취약한 중추관리 및 국제기능을

강화하고금후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인류의

평화와 번 에 공헌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의 충실·강화, 창조적인 학술·연구의

진흥과 더불어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와의 교

류·융합을도모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구시에 문화·학술·

연구단지의조성을제안한다. 

1) 단지건립의필요성

대구시에 문화·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해

야할 필요성은 다음과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우수한 학자들을 활용하고 지

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연구기관을 한데

모아집적의이익을도모하여야한다. 

둘째, 지역 각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통합·

촉진하고 국제적 공동연구를 진작해 나가기

위한중추적인기구는새로운학술·연구단지

가효과적이다. 

셋째, 광범한 분야에 걸친 학술·연구·교

류는민·학·관의활발한교류를촉진시키고

학술연구를상승시키는역할을한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 및

계열 창작활동, 상호 정보교환 등을 도모한다.

이외에도학술·연구기능의지역적집적은학

술·연구기관간의상호교류를위한조건을충

족시킴으로써, 관련 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촉

진시켜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기대된다. 

2) 실현해야할대구문화·학술·연구

단지의미래상

대구시 문화·학술·연구단지는 다음과 같

이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본다. 

첫째, 새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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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종합과 국

제적 공동연구의 중심이 되는 중계적인 연구

시설, 이전이 요구되는 기존의 연구시설 등이

복합적으로입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입지한 연구시설들은 실제적이며 실

용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첨단과학 연구에 필요한 설

비·조직 외에 연구활동의 경직화를 방지 하

고개방적이고유동성이풍부한학술·연구가

가능한제도및조치를강구해야한다. 

셋째, 상호교류를통한효과적인연구가가

능하도록 공동이용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 져

야한다. 

즉, 연구기획조정센터, 첨단연구센터, 섬유

기술센터, 인쇄출판센터, 학술정보센터, 숙박

시설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연수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직업교육원, 고등교육의 원활화

와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조직,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 어학교육 연구기관 등도 설치해

야 한다. 즉, 대구 문화·학술·연구단지는 문

화예술, 자원에너지, 식료문제, 정보·문화, 인

간과학, 장래도시, 남북문제 등과 같은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

겠다. 

끝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

발전시킬수있는연구기능을강화한다. 

즉, 문화적인 뒷받침이 없는 산업고도화의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모든 학

술·연구기능을 문화의 뿌리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

가야하겠다. 

특히, 이때는 문화·예술도 산업의 한 분야

로 취급하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지내 기업들간의 상

호 보완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

가야한다. 

3) 단지내(가칭)국제고등학자촌

건립의필요성

지금까지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창

조적이고 학술적인 기초연구가 소홀히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구 문화·학술·연구단지는

기존의 연구기관과는 다른 창조성·국제성·

학술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국·

내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장기적인 연구와

세미나·워크숍등이가능하도록단지내에국

제고등학자촌을건립하여국제적수준의독창

적인연구를진행해나갈 것을제안한다. 이때

에는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지역대학과공동으로노벨상

수상자들까지초빙하여기초과학연구에몰두

하고있는일본관서지방의문화·학술·연구

도시내 <국제고등연구소>와 케이·한·나 플

라자의사례가참고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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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고급인력의양성을통해기초과학·첨

단과학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국제 교류 기

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을알수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입지여건·환경 등에

서 문화·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는 바,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

다고하겠다. 

2. 문화·예술진흥분위기조성

1) 대규모기념이벤트구상

대규모 이벤트 행사는 그 지역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을 크게 앞

당기는계기가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이

미 대전에서는 ’93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 바있으며, 아울러무주와부산은각각’97

동계유니버시아드와2002년아시안게임을유

치한 바있다. 그러나대구는지금까지국제규

모의 행사는 차치하고 종합적인 이벤트 행사

도 약령대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대구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미래화를 강

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을 한 곳으로 집력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 

이때에는 이 행사를 일본의 가마쿠라 지방

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단순한 기념사업 성격

이 아니라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결여된 응집력과 향토애를 고양하며, 대구의

산업 경제·문화·예술도시환경·국제화 기

반을강화하는구심체역할을할수있도록해

야할것이다. 

< 도10 > 일본가마쿠라지방의감 설치500년기념축제

일본의인구20만의작은도시인카마쿠라는원래이
일대의정치·행정·경제의중심지로서감 이설치되
어있던곳이다. 그러나, 주위의인근도시가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도시가 쇠퇴, 문화·전통도
잊혀져갔다. 이를안타깝게여긴지역주민들이다같이
노력하여전통문화재를보존하고미풍양속을계승·발
전시킨 결과 현재는 일본 유수의 문화·관광도시로 탈
바꿈하 다.
이때시민들의화합과단결에결정적인계기가된것

이감 설치500년기념축제 다.



초 대 논 단

2002 의회보 181

2) 대구자매도시민속촌건립

대구시는본격적인세계화시대를맞이하여

현재 일본의 히로시마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

등과결연을맺고, 상호교류와이해의폭을넓

혀나가고있으나, 이에관한홍보부족으로시

민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각국의 민속문화를 한눈에 이해

할수있는전시관인(가칭)자매도시민속촌을

건립한다면 자매도시에 대한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는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

급히 요청되는 시민들의 국제정서 함양에도

커다란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때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시에서 개

발되어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는 네덜란드촌

(전통미속물인 풍차와 집의 형태를 그대로 본

딴도시를건설하고있음)의예가커다란참고

가될것으로보인다. 특히, 나가사키시의자매

도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위도·입지

여건·자연환경이 나가사키시와 비슷한 까닭

에 네덜란드 촌을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은 직

접 현지를 가지 않고서도 이국의 문화를 효과

적으로접할수있다.

3. 전통문화공간의창출과체계화

어느 나라 어떤 도시를 막론하고 고유의 전

통문화가있고 나름대로의 멋이 있기 마련이

다. 그러나오늘날대구는찬란한조상들의문

화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색없는

도시로변해가고있는바, 다음과같은문화공

간의창출이필요하다. 

1) 정신문화수련원설립

역사 및 문화적인 전통은 교육과 수련에 의

해 다듬어지고 계승되며, 인간의 정서속에 배

여진다고하겠다. 이렇게볼 때지금까지의대

구의 문화정책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적인 측

면에만편중되었지일본의경험에서보았듯이

역사, 문화의이해및 교육과전파에는등한시

해온것이사실이다. 

<도11> 나가사키시의네덜란드촌

나가사키시의 자매도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위도·입지여건·자연환경
이 나가사키시와 비슷한 까닭에 네덜란드
촌을방문하는일본사람들은직접현지를
가지 않고서도 이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접할수있다.



초 대 논 단

수성구 의회182

따라서, (특히,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들에게 대구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그바탕

위에서전통문화를계승하고계발할수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행하는(가칭)정신문화수련

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설

은교통이편리하고시민들의일상생활권내에

위치하는것이바람직한바, 그 입지는보문유

원지일원이적당할것으로보인다. 

특히, 가로수의 일부분을 일본의 다학연구

소와같이차나무(비록, 기술상의어려움이있

을지는 모르나)를 심어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

유롭게 접하고 다엽을 채취할수 있도록 한다

면, 전통적인향기가도시 전체에흘러 넘치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불어 활

력소를넣어줄것으로보인다. 

2) 대구민속박물관·대구민속촌의설립

국립 대구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주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한눈에 읽을 수 있고 음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향토

의 민속자료등을완전히이해하며, 해와문물

과의 비교·고찰을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역사문화학습의장과시

민휴식 공간을 겸한 보다 본격적인 민속박물

관과대구시에건립되어야하겠다. 

3) 대학문화공간의창출

대구는중·소도시임에도종합대학만도몇

개나위치하는교육도시이나대학문화를상징

할수있는공간이절대부족하다. 그러므로서

울 동숭동의 대학로와 같이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을 발산시킬 수 있는 대학 문화공간의 확

보도 문화유적을 훼손치 않는 범위내에서 고

려되어야할것이다. 

Ⅴ. 결론

진술한바와같이도시의역사·문화공간은

우리로하여금넓고깊은감각을갖게하고의

미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현재와 미래의

매력있는 환경창조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

나 대구처럼 오랜 역사를 지녔으면서 급격한

도시화의 시대를 겪고 있는 도시의 경우 인간

적 척도를 지닌 전통적인 도시풍과 현대적 감

각의 도시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을조성한다는것이결코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훌륭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졌다는

시민의식을고양함과동시에향토사화발전에

의 애착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의미있는 역사환경의 보존과 시민들이 즐

겨찾을수있는매력있는전통문화공간이조

성되어야한다. 이것이오늘을살고있는대구

의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

의 하나이자 대구시민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사명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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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현대화라는 미명에 려 퇴색되고 잃

어가고 있는 대구의 얼굴을 되찾고 밝은 표정

을되살려야한다. 도시의얼굴은현대식의우

뚝 솟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담겨있는 역사 경관과 전통적 문화공간이며,

또 이것은 한번 파괴되면 원형은 원히 찾을

수없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둘째, 民과 官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민간참여를유도해야한다. 즉, 문화행

정의 성공을 담보하는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는 민자유치가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시민들의 중지를 모음으로서 호응도를 높

여야 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과 언론의 지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고본다. 

셋째, 도심공간속에서 의미있는 역사적 문

화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

로 재개발 사업이나 관공서·학교·공장 등

공공시설의 이전적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사전대책이필요하다. 

넷째, 이러한역사적문화환경정비는먼앞

날을내다볼수있는장기적인안목에서, 그리

고 제 관련부분과의 긴 한 협조체제하에서

계획되고개발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도시

는 일조일석에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

간을두고진화하는것이기때문이다. 

끝으로,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구시의

문화 행정 전개 방향의 모색을 위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시에 산재된 역

사적 문화재에 대한 정 하고 기초적인 조

사·연구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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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제도의개관

국민에의한, 국민을위한, 국민의정치가민

주정치이자대의정치라한다면일정지역의주

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책임의식으로

요리하는 주민자치가 곧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지방자치는엄격한의미에서말한

다면 단체자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한나

라의 토내에서 일정지역을 토대로 하여 독

자적으로행정처리능력을갗춘지방자치단체

를단체자치라고한다면일정한지방단체내의

주민들이그들의복리증진과행복권의추구를

위하여 공공사업을 비롯한 수익사업 등을 그

들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 구성한 기구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이 민주와 대의정치의 시발은 고대

전제군주정의 독재로부터 국가재정의 분단을

계기로 쟁취한 값진 민권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지방자치연원은근대국가의행정의

중앙집권으로부터해방과아울러주민참여의

식의 발상에서 자생한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

의 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중앙 집권 행정의

비민주성과지방마다의특성에역행하는행정

은 주민복지라고 하는 욕구 충족과는 실로 거

리가멀기때문이다.

2. 지방자치의가치성

위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연원

이 그러하다면 현실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그

존재적 가치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

地方自治와 民主化 方案

마 학 관 의원
(범어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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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주민참여라고하는민주의식의발로

와 행복 추구의 자기 성장의 이해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행하는 수단성에서 그 진

가를찾을수있다고하겠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진운속에서 산업사회가 서서히 그 힘을 잃고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해 가는 작금에 와서 국

제정치를 비롯하여 국내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을수없는세계사적일대조류라고할수가

있다.

이와같은 시대의 정보화 기술의 발달은 이

미 사회의 각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편리하게이용하고있는실정이다.

사안들이이와같다면고시적인중앙집중식

행정으로 전체를 통할하고 있는 카리스마적

상의하달과 같은 행정은 오늘날과 같은 초고

속정보화시대에는비능률적이면서도주민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아울러

주민자치라고하는사상적전환이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중앙집중식 행정의 공과

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겪어서 다같이 숙지

하고 있는 터이지만 주민자치는 그보다도 자

기의사의 반 과 참여로 그 지역사회의 활성

화와체질개선으로궁극적목표인복리증진이

라고 하는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선호

하지않을수없는진가가여기에내포되어있

다고할수있다.

이것을가정적으로비유한다면가장이존재

한한울타리속에서여러남매가공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 각자가 독립된 생활을

위하게 된다면 자기의 창의력과 노력 그리고

책임으로 선택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것

이다. 이와 같은것은인간의기본권이며행복

추구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할

수있다.

3. 지방자치의본질

지방자치제도가일정지역주민들의자기발

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고 한

다면 그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하

여 일부 선량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지방의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 공동체의 규범

인조례를제정하게된다. 

아울러이것을실천하고집행하는수단성의

일환으로 같은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업무 소관

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

행하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지방자치행정은이원적인체제

하에서 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의 대표성을 띠

고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복합적

인체제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와같은체

제 아래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

가이에대한답변으로우리지방자치법제8조

에서명확한해답을하고있다.

그내용을보면첫째, 지방자치단체는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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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

라고했고 둘째, 주민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

하라고했다.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은 집행에 임하는 공

무원들의 몸으로 떼워 다소나마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주민복리증진이라고하는대명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획과 창의력 그리고 예산등

이뒷받침되어야만가능한것이다.

여기에서말하는복리증진이라는말은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온 주민이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골

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이외에도

정신적 문화적인 복리도 아울러 고려를 하여

이러한 것들이 다같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의 복리낙원이라고 할

수있다.

4. 지방자치의민주화

가.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에 의회를 두게되어 있으며 의회의 구성은 주

민의선거를통하여이루어지게되어있다. 이

것은주민의간접참여제도를말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주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 부

당한의정활동이나업무를집행하 을경우에

주민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직접참여의민주주의방식을통하여주민소환

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그

외에도주민제안이나주민발안과같은직접적

인참여로이를견제할수가있어야한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이 길마져도 막혀 버렸

다.

다만지방자치법제65조에주민발안의성격

을 띤 청원서의 제출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마

져도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개하는 지방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있다. 이 얼

마나 비민주적인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왜냐하면 국민은 누구도 정부 각 기관에 청

원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제26조에 보장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위와 같이 제약을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은 누구라도 자치행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청원서를 통

하여 지방의회 또는 단체장에게 제안이나 발

안을 할 수 있는 보안책이 강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 직능대표제

현행선거 제도에 의하면 그 지방주민은 일

정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며 보통·비 ·직접·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량을 뽑게 되는데 한정된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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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평소에 가깝던

이웃과친지들이선거로말미암아반목질시하

게되고이웃과불신의골을더욱깊게하는폐

단을막고직업마다이익을대변할수있는직

능대표제가보다이상적이라할수있다.

다. 직접참여주의

일반적인 정책결정과 업무의 수행은 지방

의회와 단체장이 맡아서 할 일이지만 지방자

치단체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권은

그 지역주민에게 직접 참여케하는 이른바 직

접참여의민주화방안도생각할수가있다.

예컨데신설되는시·도청사의이전문제를

비롯하여대형공공시설이나 조물의건설과

같은경우를생각할수있다.

이렇게함으로써백년대계의중지를집약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시행착오도 미

리예방할수가있기때문이다.

5. 결어

지방자치단체의올바른행정의민주화는직

접적인주민참여의방식이가장이상적이라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제적

으로 낭비가 심하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세

계 선진 각국들은 현행과 같은 간접 참여방식

을취하고있는실정이다.

어느것을택하던간에주민복지향상이라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

과수단이다를뿐이다. 그러므로아래부터이

루어지는풀뿌리민주화방식대로라면새로운

창의와 발상으로 개혁의 논리가 통하게 되어

집약된 민중의 총체적인 힘으로 복지 실현의

올바른존재적가치를찾을수가있다. 여기에

비하여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카리스마적

획일화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치원리

위에서 피어나는 참다운 주민행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지역을 기름지게 하여

주민숙원 사업인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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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의 집단이

형성되면서필요악적으로존재하 고근대의

민주주의적정치개념은18세기부터발생하여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지금

도 전세계적으로 이어지는 등 인간이 존재하

는 한 원히 계속되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른

다.

중앙정치혹은지방정치이던지간에정치의

제1의 이념은 민주정치이다. 정치는 국가발전

과지역발전을동시에도모하면서궁극적으로

는국민의권익을증진시키는것이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의 근거가 되는 법

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가능한

다수 국민의 의사와 직접참여를 통해서 이루

어져야한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별개일 수는 없으며 지

방정부라고 해서 국가적 이익을 무시해서도

안되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조화로운 수직적

분권관계를유지하는기본틀속에서중앙정부

는 지방정부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를지원하고조정해야지불신하고기득권에

집착한 나머지 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획일적

인 관치행정의 향수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건

실한 지방정부의 육성없이는 지방정치 및 자

치는불가능하다. 

지방의회부활 10주년을 앞두고 학계, 정치

권 등에서 지방정치 개혁을 위한 활발한 세미

나, 포럼, 여론수렴 등을 실시하고 정치권에서

는 당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

시화되는것같더니지난2. 28자로개정된정

치개혁 관련법에서 제외됐음을 볼 때 중앙정

부의 지방자치 개혁에 대한 소홀함에는 변함

地方政治의 바람직한 改善方向

양 의 환 의원
(지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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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나 그렇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는 꾸준히 더 나은 자치발전을 위하

여노력하여야할것이다

Ⅱ. 우리나라의地方自治의
發達

우리나라에서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

도를보장하 으나6. 25사변과 3공화국등에

서 실질적인 자치가 중단되었다가 6·29선언

을통해서지방자치가현실화될수있었던것

은지방자치가민주주의의발전에필수불가결

하다는 국민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이어서 ’91년 지방의회 구성과 ’95년 민선

단체장이선출되면서중앙정부의권한과업무

가 속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등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운 에 많은 변화를 가

져오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일방

적이고획일적인중앙집권적운 형태에서지

방마다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는지방분권적

운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

는 주민자치에 입각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

현하는역할을하며, 지역의특성에맞는정책

을 수립·집행하고, 합리적인 주민참여 시스

템을통하여지역발전과주민권익을향상하는

데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

자치단체는‘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의 특

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 한 독자적

인지역발전전략을구사해왔다. 

열악한지방자치여건속에서도대부분의민

선자치단체장들은대체적으로주민복리와지

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담

당해 왔으며, 자치행정의 무게중심이 공급자

인관(官) 편의위주에서수요자인민(民) 편의

위주로 전환되었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시책을경쟁적으로개발·시행하여행정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일반적으

로민주주의가그렇듯이우리가지방선거에많

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더

라도 지방자치를 선택한 이유는 제대로 된 민

주주의를 완성하여 소속원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지방자치개혁논의의첫번째지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이념을 최

대한 실천할 수 있는가가 잣대가 되어야지 그

때그때의상황논리나정략적으로, 또는 정치

편의를위하여결정되어서는안된다. 

Ⅲ. 地方政治.自治의問題點

지역의 붕당화, 지나친 경쟁과 갈등, 인기위

주의 정치와 행정, 지역 이기주의, 광역사업의

차질, 각종규제행정소홀, 무원칙한인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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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특히 세수확대를 명목으로 한 난개발, 당선

을위한전시성행사남발과선심성예산편성,

종합적인도시관리곤란, 부실재정등은큰 문

제가 아닐 수 없으며 무리한 지역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단속소홀도문제인데, ’95년도민선이전에비

해노점상이204%, 노상적치물이118% 증가

됐다는통계도있다.

최근 들어 단체장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여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는데사실, 검찰통계에따르면지난’98년 제

2기지방선거에서당선된광역및기초자치단

체장 248명 중 각종 비리에 연관돼 지난해 말

까지사법처리된경우는무려17%인 40명으

로,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사법처리자 18

명의배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Ⅳ. 地方政治의改善方案

지방자치를올곧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지

방자치관련법의대폭적인개정작업이필요하

다는데 대부분공감하고있다. 하지만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법 개

정 움직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

환, 조직 및인사권의제한등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화하

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

할수없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중

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관련 예산을 대폭적

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지방의회

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재정립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외부통제보다는자치행정에대한주민참여시

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는다음과같다

1. 地方自治團體의自治權强化

1) 자치사무의확대.명확화및재정적

조치의명문화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예시되고 있

는「지방자치단체사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에

의해 예시의의미를상실하고있다. 따라서동

조 동항의 예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

더많은「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보다 구체적

으로명시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한다. 

2) 자치입법권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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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의‘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

정할수있다’중‘법령의범위안에서’는중앙

정부와 자치 단체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을 필요 이상

으로제약할수있으므로‘법령에위반되지않

는범위내에서’로개정되어야한다.

2. 地方議會機能의活性化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우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완벽하게규율하려는법률만능주의로부터벗

어나야 한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

건을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이불

필요할 정도로 완벽하게 규율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법률로

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條例의根據條項마련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보장이 단순히 형

식적인 규정이 되지 아니하려면 국가는 지방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

어야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방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

피하게 요구된다면 국회는 그 제한근거를 마

련해주어야할헌법적인의무를진다고볼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 대하여 이를 청

구할권리를갖는다고볼수있다. 국회의입법

권 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제정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

보다적극적인방안으로서지방의회의조례제

정이근거조항의결여로실현될수없는경우

에 국회에 근거조항의 입법화를 청구할 수 있

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도생각해볼수

있다.

4. 地方議會事務機構運營의效率化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는 의회사무처

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가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부터 사무직원을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의회사무기구에근무하는직원은직무상

으로는 의장과 의회사무처장에 속해있으나,

임명권자는자치단체장으로되어있어직무충

실, 직무몰입을하기어려운제도적여건 하에

놓여있다. 즉집행기관의행정독주를감시, 견

제해야 하는 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감시 대

상기관의 명에 의해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의

회가제역할을수행하기어렵다.

1) 인사의독립성강화

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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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의 구성원

을스스로조직하고선발할수있어야한다. 즉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성 내

지 자주성이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 의회인

사 위원회 등의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이

를 통하여 의회 사무처 직원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쌍두마차인의회와집행부간의견제

와 균형이라는기본원리에충실할수있다. 이

러한 인사권의 독립은 의회직을 별도로 신설

하고 의회에서 임명하게 할 경우 보장된다고

할수있다. 

2) 전문위원실보강

의회 활동의 요체는 각종 의안의 발의와 심

사, 예산결산의 심사및 행정사무 감사라고 할

수있다. 기초의회전문위원실에는보통5급2

명, 6급 1명의전문위원등3명정도가배치되

어 있다. 전문위원의 경우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은 각각 의안심사와 위원회

중심의의회운 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

직책으로전문위원의전문적능력이위원회는

물론 의회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것이

다.

5.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推進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을위하여설치된지방이양추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4개 부처의 538개의

사무를 지방 이양하거나 추진중에 있지만 대

부분 권한이 없는 업무만 인력보강도 없이 이

양하여실질적인지방정부의권한확대는미흡

한 반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

는 지방정부에 업무압박만 가하는 기형적인

이양추진으로 변질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하여는 과감한 지방이양이 되어야

할것이다

6. 地方財政力의强化

稅源의地域的편재를시정하고稅源配分의

실질적적정화를기할목적으로地方交付稅의

비중을 너무 높일 경우 현실적으로 교부세 재

원의 배분에 中央政府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地方財政의 自主性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만아니라地方自治團體도자체세원의발굴노

력보다는 오히려 地方交付稅 등의 확보를 위

한 非生産的인 활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稅源의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고

른 稅目(이미 地方讓與金의 財源으로 편입되

어있는電話稅, 酒稅)은地方稅로移讓하는것

이바람직하다. 

7. 地方自治團體의課稅自主權擴大

현재지방의자주재원인地方稅收入과稅外

收入의합계는地方財政總歲入의63.4%로地

方財政의自立度가낮고中央財政의依存度가

높은 편이다. 또한우리나라地方稅政策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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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부분이中央政府에서租稅法律主義에의

거하여결정되고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의효율적운 과지방재정의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지방에서세율을자율적으로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 주권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

다. 財政調整方法을 통해 지방세입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

면 일차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8. 住民參與의活性化

주민참여의擴大를위해서는먼저주민의식

이 제고되어야 한다. 주민의식이란 주민이 자

치행정 일반에 관해서 또는 특정문제에 대해

서갖는觀點과사고방식및태도또는경향이

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과 개념은

복잡하고불분명하여그의유사개념들과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주민의식,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

로서의자치및참여의식, 예컨데투표행위, 여

론을통한관심의표명, 愛鄕心또는지역사회

귀속의식, 시민성, 시민정신, 시민감정, 선거권

같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公民意識 등

을 모두 자치의식의 내용 아니면 그 유의개념

이라고볼수있다.

만약주민의자율의식이희박하면자치행정

은자연히官主導의행정이될 것이고, 주민은

官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 입장에 놓이게 되므

로주민을위한자치행정을기대할수없을뿐

만 아니라 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파악할 수도

없게되어民意收斂에바탕을둔행정을할수

없게된다.

9. 公務員의意識變化

주민참여에있어서行政의民主化를달성하

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해

公務員의 심리적 상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에 있어 공무원의

민주지향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행정의목표

를社會的衡平性에두어야하고, 주민에대한

개방성과 솔직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의

내적인 효율성보다는 住民의 要求에 대한 대

응성및봉사성이강조되어야한다. 

10. 地方行政行態의民主化

자치행정의민주화란주민의의사와여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행정수행에 있어 주

민을 참여시키며,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責任行政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치행정의 민주화는 그 결

정권과집행권을중앙정부에집중시키지않고

可能한지방자치단체에分散시키고주민과직

접 대응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移讓

함으로써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그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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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따라서모든행정과정이가능한폭넓

게 開放되고, 이에대한주민의 향력행사가

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비로소주민참여가그

實效性을가질수있을것이다

11. 行政情報의公開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국방이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非公

開로해야할사항이많지않다. 따라서자치단

체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

들이활용할수 있어야한다. 그리고행정홍보

활동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홍보란 자치행

정과 주민사이를 매개하면서 양자의 태도 변

화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

서 주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율적

주체로 보며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水平的 關

係를 보장하고 공동의 의식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

홍보를강화시켜나가야한다.

12. 敎育自治

대부분의선진민주국가에서의무교육을비

롯한 교육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다. 교육이 지방정부의 사

무로 간주된 이유는 교육에 대해 수혜자 부담

의원칙을적용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문명이 발달하고 근대화가

추진됨에 따라 사회 이동이 가속화되어 교육

을 지방정부에 전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 대두

되었다. 교육투자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

르지 않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파

급효과를 갖는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

다. 교육비에대한부담의주체와그로인한수

혜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

을 인식한 각 지방정부가 교육비 부담을 줄이

려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수준의 교

육이충분히이루어질수없게된다. 

13. 地域政黨의民主化

한국의정당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정

당이조직으로서의자율성을확보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되고, 철저한 과두제로 운 되어,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정당이 의회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의역할에대한평가는부정적이다. 

지방정부의정책에지방정당이 향력을행

사하고, 주민이정당의이익집약 과정을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

이다. 이를위해지방정당은독립적인활동

역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 조직되고 운 되며, 중앙당의 지

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지방정당이라 불

릴 수 없다. 지방정당은지방정치의중심이되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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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방자치제도는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

한 정치, 행정제도이며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의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은 제도

적 불완전과 운 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상당

한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해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바로

지방자치의본질을살려가며지방정부의자치

능력을 키우고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이라는

점을재삼강조해두고자한다. 즉이는자치를

위해서자치를포기할 수는없기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법개정과관련하여자칫정치

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한다든지, 과거 중앙집권시대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정파의 이익이나, 중앙·지방관료의 이기

심 등 집단이기가 개입할 경우 지방자치 발전

의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

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의 몇 가지 문제

점을 과대 포장하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치행정의 여러

문제들은 제도적 미비점 뿐만 아니라 지방자

치가 발전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

항들이자, 아직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일상생

활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바

가크다는점도감안해야할것이다. 제도적인

보완만으로지방자치를올바르게정착시킬수

있다고기대할수는없다. 

따라서주민들의자치의식함양과주민참여

와 주민통제의 확대, 자치구의 자율과 권한의

신장에 따른 책임성의 강화, 자치단체장의 의

식전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

의·견제기능 확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의 기획·조정·통합기능의 강화, 언론과 시

민사회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함께병행되어야할것이며이땅에훌륭한지

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

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느

냐에달려있다.



의 원 논 단

수성구 의회196

Ⅰ. 머리말

지방자치(地方自治)라 함은 지방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

여금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국가의한통치방식으로써중앙정부와지방에

하급기관을 설치하여 중앙 및 지방사무를 처

리하게 하는 지방행정(地方行政)과 구별된다.

즉 일정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게되는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

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적 기

능에 비추어 보면 주민과 가장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기에 기초의회가

그 기능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

는 동시에 기초의원들은 그 평가를 주민들에

게임기후재신임받게되므로주민들의입장

에서 소신것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의

민원해결에앞장서게되어있다.

지방자치를‘풀뿌리민주주의’라고하는것

도바로이런취지에서이며, 주민의권익보호,

각종 서비스의 제공,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사업, 다수주민의공동적인민원해결, 주민의

단합과 세민지원문제등매우넓고도포괄

적인권한과기능이부여되고있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제1항에‘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

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는‘지방자치단

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배 만 준 의원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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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사무처리의기본원칙을천명하고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을 나타낸 말

로써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운 하고 현대

적인 기술을 도입하여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지않으면그가치가상실될수밖에없으

므로 그 기본목적이 달성되게 지역의 특수성

과 다수 주민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또는 예산의 집행이 치우침이 없이 우

선 순위에 의해 이루어 집행되었는지 감시 감

독하며의결하는권한과책임을지는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의‘대표기관’이며, 자치단체의정책과주민부

담사항등을심의하여결정하는‘의결기관’인

동시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수행하고있는지감시감독하는기관이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 지방의회는 국

가로 부터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

의고유사무전반에걸쳐관여할수있는권한

도 함께 갖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현실적으로

할수있는일은극히제한되어있어그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

다.

’52년4월25일최초의면의원선거’를실시

하여 ’56년 8월’, ’60년 12월 제3대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모든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

접선거에의해선출됨으로써제도적으로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으나 ’

61년 5·16군사 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우

여곡절을겪은후’91년 3월에기초의원선거

를동년 7월에는광역의원선거를실시하면서

30년만에지방의회가부활되었으며그후’95

년 6월 27일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번 선거법과 의원수의

조정이있어왔다.

물론 도·농과의 인구편차 및 예산의 자립

도 차이와 사회환경이 변함으로 인한 불가피

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 이해득실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 내

지 못했거나 제도개선의 의지가 약해 연구 노

력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장 완벽한 제도

를 찾아보고자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니 마음

을 비운 진정한 대표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게 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구

현하고자한다.

Ⅱ. 현황과문제점

1. 지방자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막중함에도우리나라지방자치법은헌

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행정기구, 지방자

치단체의공무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

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

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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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의실정에맞는 행정조직을설치, 운

할수있는권한을상당히부여하고있다고할

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대통령령과기타의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폭이 많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며 도·농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

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국고보

조나 특별교부금 등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 밖

에 없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점

과 제약이 있을뿐 아니라 민선이기 때문에 난

개발과선심성행정이란꼬리표를뗄수가없

다. 

특히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민원

이 발생하면 규정과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지

역이기주의로인해사업이취소되거나행정소

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조직권

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자율

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

이 존재하므로 명실상부한 분권적 자치의 수

준에서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는

자치조직권은 그 함량이 미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행정기구 등 조직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불구하고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

제도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자율적으

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어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현 체제

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 너무 많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아직도상당수의국

가공무원을 두고 있어 중앙집권적 잔재가 아

직도지방행정에존재함을알수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각종의 승인, 기준설정, 지

침, 감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

치, 개편및관리와운 에대하여통제하고있

는데 그중에 많은 통제는 중앙집권적 관치행

정시대의 방식으로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시

대에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주민에의해서선출되고의

회와 주민의 감시와 평가하에 행정조직을 진

단하고 효율적으로 운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하고 주민과 의회의 평가를 받아 시정

해 나가면 되는데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2조를보면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구 및

정원의효율적인관리·운 을위하여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조직진

단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

구의 자체조직진단 및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이유는중앙정부가중앙집권적인행

정및 조직관리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불신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있어공공문제의이질성, 복잡성및다양

성과 각 지방자치단체간 지역 특수성 및 특화

사업 등 차별성이 있어야 마땅함에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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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관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이루어

지거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신념을 아직도

많은관료와정책결정자들이공유하고있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

다.

국세 및 지방세를 세목별로 나누어 보면 국

세는 14개 세목(국세기본법 제2조)으로 되어

있는데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

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

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

어촌특별세 등이며, 지방세인 시세는 13개 세

목(지방세법 제 5조)으로 취득세, 등록세, 레

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고 구세(지방세

법제6조)는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

소세 등 4개 세목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세징수액의 3%만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취

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2%정도가 재원조정

교부금으로지급되는등기초자치단체는재정

자립도가 열악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기

본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밖

에없다.

2.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사무

를 제외한 지방적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 포괄적인 의결권을 가짐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정해진사항은의회의의결없이

이를집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의회의의결

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 간주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

도하는 예산 및 결산심의 기관과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

진 입법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해 제정과

일반행정에관한심의·의결권을통하여폭넓

은 감시·비판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을 행사하

는 등 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일방

적인행정독주를시정하는데공헌함으로써주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며, 고질

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

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

족도는높지않는것으로평가될뿐아니라일

부에서는 그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무용

론까지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집행기관에 너무 협조적인 태도를 견

지하다 보니 수동적이란 평가와 지역사회 전

체의 이익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을 지나

치게 앞세운다거나 비록 소수이긴 하나 무분

별한해외여행이나일부탈법적이고부도덕한

행동을한의원들로인해많은지적을받고있

음이현실이다.

따라서지방의회를보는주민들의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주의를초래하는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다.

그리고 풀뿌리 대의 민주주의의 취지에 부

합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무보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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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직을 고수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부족으로

효과적인감사를못하거나공무원들의논리와

단체장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만한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는 자조적 회의를 가질 때도 있

을 뿐아니라지방의원들의각종이권개입, 비

리와부정부폐등으로말미암아주민들로부터

불신을받거나비판을받을수있다는것이문

제점이다.

3. 선거제도

선거란대표자를뽑는행위이며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인 동시에

주민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인

역할을하는기회임에도지방자치단체장과주

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

을 채택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부족과 판단 결

여, 대표자의 불신 등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에투표율이저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정당공천을

받아야하므로중앙정당에예속되거나단체장

의 업무능력보다 충성도로 공천됨으로 인해

지역주의 심화 및 견제와 균형관계가 왜곡되

어 주민자치는 퇴색되고 정당을 위한 정당자

치로 변질될 수 있으며 정당들이 후보공천의

대가로 요구하는 막대한 헌금으로 인해 비리

와부정을촉발하는원인이될수도있다. 

뿐만아니라정당공천제는지방선거를편가

르기식지역선거로만들어지역주의를심화시

키고그결과견제와균형관계가왜곡되는현

상도 가져와 남권에서는 한나라당, 호남권

에서는 민주당, 충청권에서는 자민련이 공천

한 후보가 석권함에 따라 지역주의가 심화되

고 이 지역들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당 또는

지구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

제가약화될수밖에없다.

그로 인해 학연·지연 등 인지도가 높은 후

보자가유리하여졌고자질문제가대두되는등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막아온 원인이 되는 것인

지도모른다.

기초의회 의원선거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같은 동네에 살다보니 서로 안면이

바치어 뜻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거나 주민들

의관심저하로실질적인주민대표라할수없

을 정도로 투표율이 낮거나 주민 단합을 저해

한다는 핑계로 지역 토호세력인 일부 유지들

의합의로추대함으로써주민의참정권을박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구·군별 선거

결과 중구 13명중 6명, 동구 23명중 12명,석

17명중 6명, 남구 16명중 8명, 북구 24명중

12명, 수성구23명중14명, 달서구21명중10

명, 달성군 9명중 3명이 무투표로 당선(49%)

되었으며 당선자중 73%가“가”번 기호를 받

은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서 지역 연고주의에

의한지역색이강한선거결과가반 됨으로서

유능하고 참신한 대표자를 뽑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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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1. 지방자치

지방자치의정의대로일정한지리적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

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제반 활동이므

로 첫째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 즉 자치권

을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고 둘째 일

정한 지역과 주민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인

만큼 각 지방단체마다 특색있는 사업과 정책

으로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국가나 다른

기관의 사무와 구분되는 지역의 독자적 사무

가 보장되어야 하고 넷째 지역적 사무를 국가

나 외부기관의 간섭없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

야한다.

다섯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여지역의문제를해결해야하고

여섯째 자주 재원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진

정한자치라할수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

안책으로 스킨쉽(skinship) 폐해방지, 집단민

원의 폐해방지, 단체장의 자율권 확대, 단체장

후원제도의정착, 단체장교육시스템강화, 지

방공무원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 등을 개선한

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정착하는데 밑

거름이될것이며주민투표제와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시행함으로서독선적행정을견제할

수있다고본다.

2.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

듯이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일부 지방의원들

의 이권개입과 전문성 부족, 자질문제 등으로

비판받고있으며현행우리나라지방의회제도

는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으

로자율성이부족한면이있다.

현재 16개시·도의회와232개시·군·구

의회가있는데의원정수·의원활동비등운

제도가자치단체규모나재정여건그리고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서는이러한획일성에서탈피하여시·군·자

치구별인구규모에따라의원정수의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하

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의정활동비도 행정자

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도별 각 시·

군·자치구의재정규모또는재정자립도를근

거로 하여 단계별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상

한선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의 신분문제는

그 나라 지방자치 역사, 지방의 발전 정도, 자

치단체의 연구, 예산규모, 지방의원의 업무량,

지방재정자립도등을통합적으로분석하여적

용할필요성이있다.

또한복잡해지는사회환경과행정수요의증

가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인력의보좌관은꼭필요하다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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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이권개입, 청탁, 자질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지방의원들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 도입도 필

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출신 지역

구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근시안적인

의정활동에서탈피해야한다.

따라서 위의 개선책을 정리하면 첫째, 보다

유능한지역일꾼들이지방의회에진출하고전

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토

록하기위해유급화하고의원수를줄여정예

화해야공무원들의행정논리와단체장의독선

을 견제할수있으며둘째, 지방의회가지역실

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

기 위해서 운 상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확대

해야한다. 셋째,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지방의

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있는공간과기회를확대해야하고넷째, 현

재의 전문위원만으로는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보좌하기불가능하기때문에의정활동의전문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좌관을 두는 것도 필

요하며 의회 내에 자료실을 보강하여 각종 자

료들을데이터베이스화해의원들이활동할수

있는체제를구축해놓고학계와의교류및각

지역 또는 각급 지방의회간에 정보교환을 통

해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

다.

다섯째, 사무기구에 대한 의회통제력을 강

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을 의회직

공무원으로 하여 의장이 직접 임명하고 관리

하는 등 사무국(처)의 기능을 보강해야 하며

여섯째, 지방의원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해야

중앙으로부터자율과분권을쟁취하고주민들

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중앙당

의지나친개입도차단할수있다고본다.

3. 선거제도

이론상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 줌으로써 지

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1인또는소수당중심의비민주적·

하향적 구조의 정당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

러저러한 명목의 정당헌금과 기여금 등 후보

공천의 대가로 요구하는 막대한 헌금은 재선

을 위한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부담을 가중

시켜비리나부정의원인이될뿐아니라지역

주민을 위한 업무보다 당의 충성도를 위해 주

민자치보다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될

수있다. 물론 토호세력의 향력을 제어하거

나 새로운 인물의 기용을 용이하게 한다할 지

라도편가르기식지역선거를조장하고고비용

선거화가우려되므로정당공천은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하다면 민주적 정

당 구조하에서 당원이 중심이 된 민주적·상

향적으로이루어지는선진국정당공천제의장

점만 도입한 주민경선제를 채택하여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와 줄세우기 현상을 막아야 한



의 원 논 단

2002 의회보 203

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소선거구제의

채택은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 대변하게 된다

든지 주민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게 될 것이며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

출하는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므로 후보자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인

식하여 선거비용절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시선거를 택했다지만 분리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변별력을향상시킴으로써맹목적인일괄

투표 현상을 배제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주민

참여방안을증대시킬수있다고생각한다.

Ⅳ.맺음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이제 약 11년정도

가 지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난개발이니 선심성 행정이란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각 지역 특수성을 살린

정책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

고자 민원해결에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도중앙정부중심의지방에대한통제전통이

남아 있어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에서 지

방정치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현

상이긴 하나 이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한일이아니며중앙정부에서도지방정

부를 신뢰하고 각종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

방자치가 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하기에

지방분권화를 조속히 도입하여 서울 중심의

경제력 분산과 국세 세목을 조정하여 지방재

정자립도를높여가야한다.

또한주민자치라는측면에서지역정치에대

한주민들의참여가절실함에도’95년도지방

선거의 투표율 68.4%에 ’98년도에는 52.6%

로 낮아져 주민들의 관심도가 두드러지게 낮

아졌음을 알 수 있듯이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있고단체장의독선을막을수있는주민투

표제와주민소환제의도입도필요하며자치재

정권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병행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전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선거제도역시정당공천을배제하거나최소

화해야 하고 후보자에 대한 분별력 향상을 위

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능력있는 인물

이 선출되어 전문성과 능률을 갖춘 의원이 보

좌관의 도움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을위한자치제가정착되도록유급화해야

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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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은 평소 중앙 정치인들을

필요에 따라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으며, 지역

갈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

하고있다고믿고있다. 

선거때가되면당선을위한온갖公約을내

세우고 임기가 마무리될 때가 되면 空約으로

변하는불신의정치환경에대하여이구동성으

로못마땅하게생각하여왔다.

그런데지방의원이되고지난 4년을되돌아

보면 나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으니 세상살이가 모

두생각과말로만으로는되지않는모양이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작은봉사를하고자노력하여온결과우

리사회가가지고있는모순과우리모두가나

아가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어럼풋이나마 보

이는것같다.

우리사회는 지난 30년동안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로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여 오면

서 전통적 사회관념이 퇴색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확립되지않으면서자연발생적으로생

성된 많은 문제들, 특히‘우리’라는 문화에 익

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는전통가치와질서를무너뜨리기도하고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소수 의견이 다수의 의

견인 양 포장되어 우리 모두를 기만하는 경우

도 있었고, 더욱안타까운것은도덕불감증에

심하게 노출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서의절대적가치가없어나의언행은옳고다

른 사람의 언행은 틀리다는 사회적 매카니즘

이팽배해져있다.

예를들면주민과주민간에기초단체와광역

의 원 소 고

작은 소망

한 해 동 의원
(만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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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에생기는여러가지갈등과민원을해결

하고자할때가장큰걸림돌은자신이속해있

는집단의이익만을생각한다는것이다. 

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자신

이속해져있는집단의이익만을챙기는수많

은사람들을볼때우리모두가좀더성숙하여

질때가되지않았나생각해본다.

이제 지나간 시간은 과거로 돌려보내고 새

롭게 시작하는 현재로 부터의 미래는 상대를

배려하는 화합된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

리 모두가 동참하 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든

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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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려면 지방자

치단체 내부의 행정체계를 과거 중앙 집권적

체제인고비용저효율의구도를탈피하여야만

한다.

그러기위해서는중요한문제일수록적절한

수준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운

에 있어 중앙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대

는지나가고있다. 

민권이성장하면서국가간의장벽이무너지

는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의 역할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이

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는 수준의 분권화가 이

루어져야만한다. 

민선체제가출범하면서다소나아지기는하

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

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단적으로행정자치부가발표해온법령상의

사무중중앙정부가직접처리하는국가사무의

비율이 2000년 현재 아직도 전체사무의 73%

에 이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법

령상의 사무는 지방 위임사무를 결합하여

27%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고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지방자치단체가법령상의사무만을처

리하는것은 아닌 만큼 이것만을 두고 지방사

무가 제한되어있다는말을하기는힘든다. 그

러나 웬만큼 중요한 사무는 대부분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때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어느정도인지는쉽

게짐작할수있다.

지방분권화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바

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주지하는

의 원 소 고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역할

장 병 태 의원
(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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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과 같은

다른 선출직 공직에 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

원의법률적권한은약한수준에있다.

발언권과 의결권, 감사권과 조사권 등이 부

여되어있기는하나이들권한은여러가지법

률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제약받

고있다. 

우선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의 폭

이매우좁은데다낮은전문성을보완할수있

는보좌체계도제대로갗추어져있지않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있

었서도약세를면하지못하는게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실과 제약은 지방의회와 지방

의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회의론이 연결되곤

한다. 도대체되는일도없고안되는일도없다

는 식의 자포자기식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적

극적인 역할은 포기한 채 개별적인 민원처리

에 매달리거나 신분을 이용한 개인적인 이해

관계나 추구하는경우도없지않다.

첫째, 자기관리 또는 자기정화를 위하여 부

단히노력하여야겠고스스로시민사회가요구

하는 것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주민단

체 등 공익적 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

여야한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대표를 선출

하는 것이 선거의 기능인데 투표율이 50% 미

만과 기초의원의 경우 기호가 당락을 결정하

는웃지못할현실속에서스스로가주민의대

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을 가져야 하겠고

진정한 의미의 대표자가 되기위한 부단한 노

력을경주하여야한다.

둘째, 행정합리화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은

우선중앙정부와집행기관이추진하는각종의

정책들을이해하고이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야한다. 아울러지방의원은주민의입장을대

표하여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하여 조례화하고 건의하는 정책개발자 및 제

안자가 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이 간과하는 사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

시할수있어야겠다

셋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의 조정

자가되어야한다. 

자치단체간의 분쟁, 주민과 주민과의 분쟁,

시민과 집행기관 사이의 분쟁, 행정기관 내부

의분쟁등다양한의견과논리에주체적인조

정자의역할을하여야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

은 분쟁은 지방자치의 당위성마저 위협할 정

도로 심각하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

않으면 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의원과 지방

의회의조정자역할이매우크다고하겠다. 

지난11년간지방의회와지방의원들은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

판을 받아왔다. 일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몰

지각한행동때문에하는일없이아까운혈세

만 낭비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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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의회와

의원이 오히려 지방자치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중앙정부에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빌미를제공하기도했다.

대부분지방의회와의원들이수행한수많은

업적들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주민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 지방의회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확산되

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제 지방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판의 근

거를 마련해 주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와 지

방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합심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선거에 임하면서 가졌던 각오와 선

거과정 중에 한층 단단해진 열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지역사회발전에희망과주춧돌이

되는지방의원이되어야겠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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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연하늘이있다면절대자는같은땅을

밟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저마다의 희

망과복을나누어주시는걸까?

이 을 쓰게 된 동기는 짧은 이지만 수십

만의장애우에게조금이라도자활의지에도움

이 된다면 하는 심정으로 필을 잡게 되었습니

다

꿈도 희망도 많았던 청춘의 시절 직장인으

로서 또한 신혼의 달콤한 생활을 하던 나에게

1978년 8월2일 염복의 뜨거운 태양이 어느정

도 숙지는 오후 6시경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기억하기조차싫은끔찍한사건이일어났다.

당시나는갇결혼하여태어난딸의재롱등

신혼의 달콤한 생활과 20대 후반의 패기만만

청년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P산업

(주)에 갓 입사하여 상사들의 촉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 한 몸 바쳐 인정을 받는

필요한 인간이 되리라 하는 신념으로 일하게

되었다

진주에있는대동공업(주)과울산에있는현

대자동차(주) 두 기업을 상대로 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자연히 경부 및 남해고속도로

를많이이용하고있었다.

그당시남해고속도로는요즘의88고속도로

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없는고속도로이었다.

진주의대동공업에서출장업무를마치고날

씨는 무더웠지만 푸근한 마음으로 회사 차편

으로진주·마산간남해고속도로를이용귀사

하던중이었다. 

그런데갑자기마산에서진주방향으로운행

하던 8톤트럭이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는가

의 원 소 고

더 나은 열매를 기다리며
더욱 힘찬 전진을!

박 실 경 의원
(범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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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순간중앙선을넘어내가타고있는차를

향해정면으로돌진해오고있었다.

이 순간 나는“차 들어 온다!”라는 외마디

비명을질 고암흑속으로빠져들었다.

이말이 내가 장애인이 되기 전의 마지막 말

이되고희미하게정신이들었을때내가와있

는 곳이 응급실이었고 보통상황이 아니라는

것을느끼게되었다.

차는 휴지쪽처럼 구겨지고 나는 마산에 있

는 제일종합병원에 긴급히 실려갔고 녹색 및

흰 가운이 보이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구사일

생으로나는살아있고또한두팔과두손이움

직일 수 있음을 알고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두팔과두손이훗날내가새로운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유일한 운동수단이 되었

던것이다.

사고 이튿날 대구에서 보낸 앰브런스에 실

려 김준정형외과로 이송되어 셀 수 없는 수많

은수술과내마음과의끊없는전쟁이시작되

었다.

나중에서야안사실이지만당시나는2번·

3번요추가박살이나서생명은구사일생으로

구했으나 걸어 다닐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판

정이 났으며 대·소변 처리는 물론 기계적으

로밖에할수없는처지 다.

그 때 당시 내 나이 29세로 꿈도 희망도 이

상도물거품이되었다.

걷기는커녕앉을수도, 혼자서몸을돌려누

울수도없는것이현실이었다.

세월의 흐름은 내마음의 상처만 깊게 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2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에

게 대학진학은 그저 동경의 대상일 따름이었

다.

고등학교 졸업후 학비가 들지않고 나의 꿈

을키울수있는공군사관학교를선택하 다.

신체도건강하 고학과시험도통과하여청

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로

갔었다.

그러나김신조의청와대침투사건으로북한

에서는 4대군사정책이강화되면서남한에서

는 최정예 파이롯트요원 양성 정책의 미명에

따라공군사관학교정 재신체검사에서낙방

의설움을안고귀향하 다.

고향에 돌아온 후 바로 국가공무원 채용시

험에 응시 공무원의 길을 시작하 고 육군 50

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하여 1978년

초까지공무원으로근무하 다.

사고 6개월전 공직을 그만두고 P산업(주)

으로직장을바꾼것이오늘의내가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휠체어 않쳐 공원이

나사람구경이라도할려고이동할때는휠체

어의작은앞바퀴가바닥에난작은구멍에빠

지는 것은 불가항력이었고 이 때마다 어김없

이 내 몸뚱아리는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팽겨

쳐졌고 마음 속으로 흘린 눈물은 몇말이 되고

도남을것이다. 

지금대학 4학년에재학중인사랑하는딸내

미돌반지를사러모금방에갔을때금방주인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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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몇닢을주면서어서가라는눈빛을보

고서아! “이것이내가처한현실이구나”억울

하고, 분하고, 비참함이 눈물샘을 말려 버렸고

나는비로소이를악물게되었다.

병원생활 1년만에 스스로 퇴원을 결심하고

마당에평행봉을만들고운동을시작하 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치지 않은 두팔

이있었다. 

평행봉에 매달려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려고혼자흘린땀과눈물을하나님은알아주

시겠지!

쉬는 시간엔 나보다 어렵게 사신 분들의 책

을 읽으면서 마음을 밝고 매사를 긍적적으로

생각하는방법을배워나갔다.

주워진 운명을 울면서 한탄하기 보다는 웃

으면서 바꿔보자고 다짐하고 다짐 하 다. 그

결과 나날이 호전되어 보조장구와 목발에 힘

입어걷던것이보조장구해체, 지팡이하나를

의지해서걸을수있었고 5년후엔균형감각에

는문제가있었지만혼자서도걸을수있었다.

나를버리지않으신하느님께감사를드렸다.

그러나 투병기간중 나에게 그토록 기대가

많으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불쌍한 나를

고민만하시다가이세상을떠나신것이다. 그

원통함이 아직도 목을 메이게 한다. 대구광역

시 수성구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당선증을 묘

소에놓고한없이눈물을흘린것은그때문이

었다.

1995년 6월 27일 지방(기초)의원 선거에

감히도전하 다.

하늘도, 땅도주위의모든분들이도와준덕

분으로 대구에서 최다득표(8,331표)로 수성

구의회 의원에 당선 되었고 현재는 재선의원

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수성구내 범물두성아파트 부도문제 처리,

변전소 이전문제, 주민의 고충사항 점검, 소방

도로개설, 쟁애인에대한제도적개선책등지

방(기초)의원으로서해야할일에최선을다하

고있다.

보람 있었던 일중 하나를 소개하면 선거로

인해나의교통사고내용을알게된어떤분이

사고경위나사고상황이자신의경우와비슷하

다면서나에게자문을구해왔다. 나는의사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본인의

정신적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이 중요

하다는말 을드렸는데6개월후그분으로부

터보조장치차량도운전할수있을정도로좋

아졌다고전화가왔을때는정말기뻤다.

아마 지금은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한번만나보고싶은마음간절하다.

나는 현재 장애2급 지체 장애자로생활하고

있지만정신적으로는불편하거나위축되는일

이없다.

비록등산도할수없는육신이다소불편하

지만초등학교총동창회장, 동방위협의회고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수성구의회의원으로

서운 위원장직도수행하 고중고자동차를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여 산업역군으로서의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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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도느끼면서살아가고있다.

신체일부의장애보다는부정부패로오염된

정신적 불구자들이 진짜 장애인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 모든 분들이 교통질서를 꼭

지켜 불의의 사고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

을 바꾸어 놓고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나 가족분들에게 어떤 말 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만나보다·우리보다더어려운이

웃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 하시기를 빌며 여름

의 따가운 햇살이 가을의 결실을 다지듯이 우

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알찬열매를얻을것으로생각한다.

끝으로수년동안뒷바라지를해준가족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건강하게 잘 커주

는 딸과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식에

게 물려줄 유형의 재산은 없지만 무형의 재산

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 갈 것을 다

짐해본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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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다투면서자신의감정을억제하

지못하고아파트에서직경20cm나되는돌을

던져 지나던 행인을 맞힌 일과 고등학교를 졸

업한 학생이 모교를 찾아와 선생님에게 위해

를 가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었다.

제자가 어떤 부당한 처벌을 받아 선생님에

게 원한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교무실에서 흉

기를사용한일이라심각한사건이아닐수없

다.

만약 사소한 개인적인 일을 자제하지 못하

고 화풀이용으로 부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곳에서위와같은행동을했더라면큰사

고로변할뻔한위험한사건이있었다

청소년은우리사회의중요한구성원이며우

리의희망입니다.

윌리엄 클라크가 얘기 했듯이 우리 청소년

들이큰꿈과희망을가지고생활할수있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좋은 환경을 만

들어나가는데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기성세대, X세대, N세대 라는 용어는 본래

의 의미와는 달리 상술에 기인한 광고업체가

유행시키고있지만변화하는청소년들의의식

과형태를반 하는것이라하겠습니다.

1990년대초반에등장한X세대는베이비붐

시대와 달리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삶을

중시했고, 90년대 후반에 부각된 인터넷과 함

께성장한네트Generation을일컬는데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어 정

보를토대로움직이며컴퓨터와의의사소통에

익숙하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과 의식을 좀더 가까이

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아야 하

의 원 소 고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이 병 길 의원
(고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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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은자기삶의주인이며하나의인격

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

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

리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의로운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

다.

가정, 학교, 사회그리고국가는위의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

년스스로행복을가꾸며살아갈수있도록여

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라고 청소년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청소년은 생존에 필

요한 기본적인 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와 출신·성별·종교·

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

적장애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물리

적 폭력 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

인삶의 역을침해받지않을권리, 자신의생

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 자유로운의

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

에따라활동할권리, 배움을통해진리를추구

하고자아를실현해갈권리, 일할권리와직업

을선택할권리, 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권리보장

에 큰 관심을 가지고 1990년부터 고산1동 청

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풍 조성에 적

극 노력하 으며 특히 1996년부터 수성구청

소년지도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위하여청소년자연체험활동을적극

추진하 고어려운환경의청소년들이사회적

소외감을극복하고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호연

지기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전통문화활

동, 산악활동, 레크레이션 및 역경극복 체험활

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친선, 단

결심을고취시키고활동적이며긍정적인사고

전환의계기를마련함으로써’99년7월1일부

터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가출청소년

들에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등의 선도활동

에노력하여온바청소년비행과탈선을사전

에 예방하고 또한 입시위주의 편향된 교육환

경과 향락문화 등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심각한 사회·심리적 갈등을 갖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청소년 지도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청

소년유해환경정화 캠페인, 청소년보호위반업

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실

시하여 온 결과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

하는효과를거둔바있으며이기간중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전단을배포하여나부터먼저청소년보호

에앞장설수있도록청소년선도캠페인을전

개하여왔습니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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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사회는 내 자식만 잘되기를 바라

는어른들의욕심이지워지지않는한우리청

소년들의 생활은 늘 불완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므로나의자식이소

중한 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따

뜻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

게한옛조상들의방식을그대로답습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이 화풀이로 타인에게 피

해를 주거나 선생에게 폭력이 난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

에게관심을갖고열과성을다할수있도록노

력하여야할것이다.

의 원 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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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김 대의원(범어3동)

1A.
관내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경노당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담장을 허물고 소공원을 설치

한점, 범어3동골목마다인도블럭을설치하여깨끗하여지는주변환경을볼때

2A.
범어3동이 행정구역변경 계획안에 포함되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된 후 행정구역개편

의부당성을홍보하 으나지역주민들에게충분히이해를구하지못한점

3A.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을위한각종민원을지금처럼신속히처리해주었으면

4A.
의회운 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운 하여주었으면

1. 앙케이트

Q1. 지난4년간의정활동중보람있었던일은?

Q2. 의정활동중미흡하거나아쉬운점은?

Q3. 제3대의회를마무리하면서집행부에바라는사항은?

Q4. 제4대의회운 은이렇게해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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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한해동의원(만촌1동)

1A.
구정질문을통하여주민숙원사업인대구월드컵경기장옆에위치한내환동을대흥동

(2002. 1. 1부터사용)으로, 효목공원을화랑공원으로명칭변경을변경한일

만촌시장내화장실을수세식으로교체하는등주민숙원사업을하나하나해결한점

2A.
만촌보성 아파트, 메트로팔레스, E-마트 등이 만촌1동 내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생활환경

이향상된점도있지만일조권및주차권의침해로일상의생활이불편하게되었는데도불

구하고마땅한대안책을제시하지못한점

3A.
지역과구정의발전을위하여사소한일이라도의회와사전에협의하고협조하 으면

4A.
지금까지의회운 의잘못된점을찾아개선하고의회와주민이함께할수있는지방의회

가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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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장병태의원(황금2동)

1A.
주민숙원사업(민원)이하나씩해결될때

2A.
황금2동사무소이전문제를해결하지못한점

3A.
지금처럼만 열심히 일해주세요(의회에 들어온 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느꼈음)

4A.
행정사무감사및예산결산심의시심도있게논의되고합의된안들을끝까지관철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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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김재우의원(중동)

1A.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46만 구민의 숙원사업과 시정 건의 사항 등을 위원회 소속

의원이적극참여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등의정활동을통하여구정에반 시

키고시정보완되었을때

중동의미개설된소방도로3개소외크고작은주민숙원사업이해결되었으며특히구정질

문을통하여장애인시설등을시원하게반 하 을때

적법하게신청된건축허가이나주민으로부터민원이있을시주민과건축주간쌍방의견을

청취후건축주를설득하고민원인을이해시켜타협안을찾아민원을해결하 을때민원

배심원으로서긍지를가짐

2A.
소수 의원의 반대의견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소신있는 발언과 주장을 하지

못한점

3A.
흔히 집행부와 의회관계를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임기동안 서로 협력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하 다고생각되나아쉬운점은주요한계획을수립시의회와사전협의를하여더

좋은안이창출될수있도록하 으면

4A.
출신지역 주민의 바램이나 소수의 의견도 충실히 반 되어야 하나 이보다는 수성구 전체

의발전과대구시민의복리증진에도움이된다면대국적인입장에서소신있는의정활동을

해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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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김광수의원(수성4가동)

1A. 
도시계획사업을포함하여여러가지공약사항들을임기안에모두완수한점

전국최고의수성구에서구정활동을하며구발전에이바지한점

2002년도본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적재적소에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예산안

을심의한점

2A.
주민의고충과민원사항에대해나름대로충실히대변하고자노력했지만생업과의정활동

에본의아니게공백이생겨좀더나은주민의대변인이되지못한점이아쉽고

의원들간의유대관계나친목행위등에미흡했던것같음

3A.
주민의 편에선 지방자치단체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구청이 되길 바라며 따뜻

한미소를가진공무원들을야성하여밝은수성구를만들어나갑시다.

4A.
구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수성구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편중적인

지역적사업에치우치질않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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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배만준의원(두산동)

1A.
경노당증축과정자를세워노인회쉼터를만들었고수성못주변에화단조성과꽃심기, 주

민한마음작품전시회개최, 진약국앞동서도로인도정비, 체육공원에공원등신설, 과속

방지턱설치, TBC 앞횡단보도에서교통봉사활동등으로주민편의도모와구정질문을통

해 보안등 관리개선 및 이자수입 7억원 증액에 일조함으로서 구세외 수입 증대에 이바지

한점

2A.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스타디 그룹을 구상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점과 특별 조사

위원회활동이한건도없다는점, 구정질문에대한집행부의이행실태를점검하지못한점,

현장조사 활동이 미흡한 점, 비교견학 후 의정활동에 반 하지 못한 점, 의회 자료실을 활

용하지못한점

3A. 
의회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시정요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으며 상급기관의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말고구실정에맞는창의력과생산성이있는사업을추진하 으면좋겠음.

4A.
운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와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활성화로

정보교환이되었으면하고, 의정활동을보좌할수있는보좌관을두었으면한다.

또한전·후반기로나누어위원회를구성했는데임기동안한위원회에서만활동하여의원

의전문적지식을함양함으로서지역주민에게봉사하 으면좋겠다.

아울러 의회건물 중 의원사용공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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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앙케이트

양의환의원(지산2동)

1A.
초선의원으로서부족하고모자람이너무많은저에게선배동료의원들께서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이란직책과의회전체를관장하는운 위원장란직책을주시어힘과용기를주었기

에긍지와믿음으로서열심히의정활동을할수있었다는보람을느낍니다.

2A.
의정활동을하면서본인의부족한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 남대학교정치행정대학정치

외교학과에편입학하여공부를하느라고의정활동과운 위원장이란직책에미흡한점이

많았던것같아스스로반성을하며아쉬움을느껴봅니다.

3A.
항상집행부와의회가함께고민하고연구하는동반자로서합리적인대안을창출할수있

도록집행하여야할사업을사전에의회에서설득력있는설명및공청회를통하여계획안

을작성하는지혜로움이있었으면합니다.

4A.
수성구 의회의 의원이 지나치게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동의원으로서 스스로 격을 낮추는

모습을 탈피하는 의원상으로 정립하 으면 하는 생각과, 지역의 교육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수있도록지역학교운 위원회에지역의원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교

육청에협조를요청하 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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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남일보
2001년 6월 6일수요일

동아일보
2001년 6월 5일화요일

2. 신문과인터넷의의회관

언론이보는의회



광역일보
2001년 6월 5일화요일

매일신문
2001년 6월 1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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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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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매일신문
2001년 9월 26일수요일

경북일보
2001년 10월 26일금요일

남일보
2001년 9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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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남일보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대구신문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매일신문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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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남일보
2000년 6월 20일

화요일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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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남일보
2000년 4월 28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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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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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드컵과 하계U대회

3. 월드컵과 하계U대회

■월드컵상식

대회개요

개최시기: 4년주기(올림픽개최중간시기) 6 - 7월중1개월

(단, 2002년월드컵은5월31일개막)

경기장: 8 - 12개경기장(2002년대회는한·일각10개경기장)

본선출전팀및경기수: 32개팀출전, 64경기개최

대륙별본선출전팀: '98프랑스대회부터24개팀→32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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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드컵과 하계U대회

탄생배경

월드컵 축구대회는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행사이다. 1920년 올림픽

대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대회의 축구경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아프리카를포함한14개국이참가했고, 1928년암스텔담올림픽에는17개국이참가했

으며, 이때까지 FIFA에서주관하는축구대회는없었다.

따라서1920년 5월26일FIFA는독자적인축구대회개최계획을발표함으로써월드컵

축구대회가 탄생하 다. Jules Rimet회장은 1926년 FIFA 총회에서 FIFA 회원국 축구협

회가파견하는모든국가대표팀이참가할수있는″제1회월드컵축구대회를개최한다″는

역대대회개최국및현황

※역대대회개최지(17회) : 유럽지역9, 남미지역4, 북중미지역3, 아시아1

대회 개최연도 개최국 우승국 비 고참가국수

1 1930 우루과이 13 우루과이 1호골의주인공은루시엥로랑

2 1934 이탈리아 16 이탈리아

3 1938 프랑스 15 이탈리아 개최국·전대회우승팀예선면제

4 1950 브라질 13 우루과이

5 1954 스위스 16 서독 한국이사상처음본선무대진출

6 1958 스웨덴 16 브라질 축구의황제펠레등장

7 1962 칠레 16 브라질

8 1966 국 16 국 8강의신화를이룬북한

9 1970 멕시코 16 브라질 브라질, 줄리메컵을 원히품다.

10 1974 서독 16 서독

11 1978 아르헨티나 16 아르헨티나

12 1982 스페인 24 이탈리아 이탈리아3회우승

13 1986 멕시코 24 아르헨티나

14 1990 이탈리아 24 서독 카메룬의8강돌풍

15 1994 미국 24 브라질 브라질통상4회우승

16 1998 프랑스 32 프랑스

17 2002 한국·일본 32 브라질 호나우드는 74년 이후 깨지지 않던 마의
6골벽을넘으면서8골로골든슈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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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드컵과 하계U대회

안건을통과시켰다. 

1930년제1회월드컵축구대회의개최권은우루과이에주어졌다. 

유럽의전후복구사업과대공황사이의기간에열린이대회는개최2개월을앞두고서도

참가신청을한유럽국가는한나라도없었다. 

Jules Rimet 회장의 적극적인 교섭의 결과 유럽의 4개국을 포함 13개국이 출전한 가운

데월드컵첫대회는1930. 7. 13 - 7. 30까지우루과이의3개경기장에서개최되었다. 

올림픽 중간 연도를 택해 4년에 한 번씩개최키로 한 월드컵은프랑스에서 열린 제3회

(1938년)대회이후12년동안전쟁으로인해중단되었다. 전쟁의종식과함께1950년제4

회대회가브라질에서다시개최되었다. 

월드컵트로피의유래

월드컵축구의 상징으로 전 세계 축구인들의 보물로 통하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지금

까지2종이제작됐다.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조추첨식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에 전달한 ″FIFA월드컵″과 기구한 운명 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리메컵″이

그것이다. 

월드컵의 아버지로 불리는 줄리메가 월드컵에 대한 애정과 정열을 담아 초대 우루과이

월드컵직전사재로제작한줄리메컵은수난의연속이었다. 

승리의여신이조각된높이 35㎝, 무게 3.8㎏의 줄리메컵은첫 월드컵트로피란상징적

의미가워낙컸던데다윗쪽접시모양이순금으로만들어져절도의표적이됐다. 

수난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됐다. 3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제패한 이탈리

아가 줄리메컵을 보관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바라시 이탈리아 축구협회 부회장은 강탈

을막기위해트로피를구두상자에넣어침대밑에감춘데이어전쟁종료까지땅속에묻

어두기도했다. 

66년에는 월드컵을유치한 잉 랜드가전 대회우승국인브라질에 있던 이 컵을 가져다

가국회의사당중앙홀에전시하고있던중도난을당했다. 

수사에착수한런던경시청은사건해결의단서를잡지못한채전전긍긍했으나엉뚱하

게도잡종개가컵을찾아낸것이다. 

혈통도없는피클즈란이름의개가주인집뒷마당을파다가컵을찾았고경찰은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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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베츨리를추궁한끝에절도사실을자백받았다. 

수난은계속돼70년멕시코월드컵을제패, 통산3회우승으로줄리메컵을 구보존하게

된브라질이관리를소홀히한바람에83년또다시도둑을맞았다. 

브라질경찰의전방위수사에도불구, 행방은묘연했고이후도둑들이컵을녹여판것이

라는잠정결론이내려졌다. 

브라질은 대신 복제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으나 지구촌 축구팬들은 각국 선수들의 환

희와땀이배인진품줄리메컵을볼수없다는데큰아쉬움을나타내고있다. 

FIFA컵은 74년 서독월드컵에 앞서 이탈리아의 조각가 가자니가의 디자인으로 베르토

니에의해제작됐다. 두명의선수가지구를떠받치는형상의이트로피는높이36㎝, 무게

4.97㎏으로, 18K 금으로만들어졌다. 나선형으로뻗어올라간선은세계를제패하려는기

상을상징하는데전체적으로생동감을주고있다. 

진품 FIFA컵은 국제축구연

맹(FIFA)의 소유로 바뀌었다.

월드컵 대회 우승팀에는 실물

보다 약간 작은 금 도금의 모

조품이주어진다. 

줄리메컵이 도난으로 사라

진 이후 FIFA가 규칙을 변경,

월드컵을3회제패하더라도진

품을 구 소장하지 못하도록

했기때문이다. FIFA컵밑바닥

에는 역대 대회 우승국의 이름

을새겨넣는17개의명판이있

는 데 17회 대회가 열리는 내

년이면 모두 채우는 것으로 알

려져 세번째 트로피 탄생이 기

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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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FIFA 월드컵대회개요

기 간: 2002. 5. 31 - 6. 30(31일간)

장 소: 한국과일본각10개도시

- 한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 일본: 오사카, 삿보로, 요코하마, 고베, 미야기, 니가다, 사이타마, 시즈오카, 오이타, 

이바라키

참가규모: 13,000명(32개팀, FIFA 대표단, 보도진등)

경기방식

- 203개국에서770경기를개최하여지역예선을거쳐32팀이본선에진출

- 본선에서는64경기를치르게되며

- 1차전은4개팀8개조로풀리그를펼치고

- 16강전부터결승전까지는토너먼트방식으로경기를한다.

엠블렘

심볼(Symbol)

- 심볼의중심형상

엠블렘의 중앙부분에 FIFA 월드컵 축구대회의 독특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FIFA월드컵트로피”를형상화하 는데, 이월드컵트로피는엠블렘의가

장중요한부분을구성하고있다. 월드컵트로피를대회엠블렘에형상화한

것은월드컵축구대회역사상최초의시도이다. 앰블렘에서지구를떠받치

고있는두가지특징적인형상중의하나가바로이월드컵트로피모양이다. 

- 심볼의모양

엠블렘의 전반적인 모양은“원형”(circle)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원”은 오랜 세월 동

안아시아문화의일부가되어왔으며, “원”은또한우주, 태양, 세계그리고인생을상징

하기도한다. 따라서, 이러한원형및원구형(spherical) 주제는엠블렘의바깥부분모

양과중앙의월드컵트로피를구성하는데사용되었다. 

- 심볼의색상

심볼의 색상은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생동감 있는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밝은색상을사용하 다.



수성구 의회238

부록 월드컵과 하계U대회

- 로고체(Logotype)

로고체는 대회개최년도(2002), FIFA월드컵로고(FIFAWorld Cup), 개최국명(Korea

Japan)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부분은 월드컵 축구대회의 특징을 반 하

고있다. 

- 대회개최년도(2002)

대회개최년도“2002”의“00”은“무한대기호(∞)”로표시하 으며, 이기호는한국과

일본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간의 원한 화합의 정신, 조화

로운협력(link)의정신을나타내고있다. 

- FIFA월드컵로고(FIFA World Cup)

FIFA월드컵로고의 자체는FIFA가매대회시지속적으로사용하게될FIFA 고유의

자체이다. 

※“2002 FIFAWorldCup” 자체색상은고품격을상징하는금색(Gold)으로하 다. 

- 개최국명(Korea Japan)

개최국명의 자체는아시아적인 자체를기본으로하여 보다 현대적인감각에맞게

만들었다. 자색상은한·일양국의국가대표팀색상이아닌, 각국국기의색상을사

용하 다. 

마스코트

-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명칭은 아트모(Atmo)로써 하늘에 사는 기상의천상록이 지구

로내려와축구를통해느낀“우정과화합”을컴퓨터 상기술로형상화한것으로축

구를사랑하는천상의존재로의인화된복수캐릭터로구성, 축구공을든가장큰캐릭

터는축구지도자를양쪽은각각월드컵대회를통해협동정신을배우는꼬마축구팬

을상징하고있음

대구종합경기장

- 2001년5월20일개장된대구종합경기장은수성구대흥동에위치하며512,479㎡의

대지에연면적141,578㎡, 지하3층지상3층규모로지어졌다.

- 관중석은65,857석으로국내최대규모를자랑하며관람편의를위해관중석의74%를

전통지붕을본뜬“테프론”코팅지붕으로덮었으며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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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주변에는야외결혼식장,공연장, 보조경기장, 휴게실, 주차시설등이마련되어

있어경기장을찾는관광객과주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와문화시설을이용할수있

도록하 다. 

- 그리고대구종합경기장개장기념으로치루어진최초의경기는성남일화와축구황제

펠레가활약했던브라질축구의명문산토스팀의친선경기를가졌다.

이경기에서 산토스가 2골을 넣어 2-1로 승리를 했고 산토스의“카이코”선수가 후반

13분개장기념첫골의주인공이되었으며성남의김현수선수는헤딩골을성공시킴으

로서국내선수로서첫골의행운을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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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상식

유니버시아드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주최하여2년에한번씩열리는세계학생

스포츠대회이다. 대학스포츠의발전, 학생의체육및후생, 모든나라학생

들의좀더 접한접촉및국제적인대학스포츠통일을위한협력등을목

적으로한다. 명칭은올림픽대회를올림피아드라고도하던것을본뜬것이다. 1923년파리

에서처음으로국제학생경기대회가열렸으나, 1939년제2차세계대전때문에중단되었다.

1947년 파리에서 28개국이 참가하여 국제학생경기대회가 열림으로써 부활되었는데,

그후 서방측의 FISU와 동구권의 UIE(UnionInternationale des Etudiants)로 분열되어 별

도로경기대회를가졌다. 1957년서방측국제학생스포츠주간이파리에서열렸을때FISU

와UIE가접촉하여단일체계화하 는데, 이것이유니버시아드의시초가되었다.

‘유니버시아드’라는 명칭이 쓰이게 된 것은1959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탈리

아 토리노(Torino)에서 열린 제1회대회때 부터이다. 1967년 하계대회는 일본도쿄［東京］

에서 열렸으나 국명의 호칭문제로 공산권이 불참하 다. 1970년 하계대회는 리스본에서

열릴예정이었는데포르투갈이개최직전에대회를반납하 기때문에이탈리아토리노에

서개최하는등문제가속출하는경향이있었다.

대회는하계10일간, 동계7일간치러진다. 하계는육상·수 (다이빙도포함)·농구·

펜싱·체조·테니스·배구·수구·축구·유도, 동계는 스키·피겨스케이팅·아이스하

키·쇼트트랙이정식종목이다. 이밖에개최국이적당하다고생각되는경기 1종목을포함

시킬것을제의할수가있다. 참가자격은대회가열리는해의전2년이내대학졸업자까지

며, 대회가열리는해의1월 1일에만17∼28세미만인사람이다.

한국은1959년제1회대회때육상1개종목에선수5명임원1명이참가하 으며, 제2,

3, 4, 8회를 제외하고는 계속 참가하 다. 대학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세계무대에서의 경

험 및 외국 학생선수들의 수준을 대조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선수

들의성적을보면1979년남자배구, 1985년하형주가남자유도95㎏급에서금메달을획

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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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는육상마라톤황 조를비롯하여테니스·체조·축구에서5개의금메달을,

1993년에는테니스남자단식의신한철을비롯하여남자복식과여자투창에서3개의금메

달을, 1995년의 후쿠오카[福岡]대회에서는 유도·기계체조·수 ·테니스·배구에서

금메달10개를획득종합5위를차지하 다. 

1997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열린 제19회 대회에서는 금메달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종합 9위를 차지하 고, 1999년 스페인 팔마에서 개최한 제20회 대회에서는 금메

달3개, 은메달4개, 동메달9개로종합13위 다.

동계대회는1960년부터시작되었으며, 1981년부터동계와하계대회가같은해에열린

다. 한국은제1, 2, 3, 4, 8, 9회를제외하고는모두참석하 다. 

1972년 제7회 대회 때는 빙상 스피드 여자종목 4개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7위에 올랐다. 1989년 불가리아 소피아(Sofia)에서 열린

제14회대회에는32개국1,079명이참가하 으며, 한국은쇼트트랙에서금메달4개, 은메

달3개, 동메달1개로종합4위를차지하 다.

1995년 제17회 하카대회에서는 쇼트트랙에서 채지훈·전이경·김소희가 금메달 6개

를획득종합2위에올랐다. 그러나1999년제19회대회에서는8종목에참여하 지만아

쉽게도메달을획득하지못하 다. 2001년하계대회는중국베이징［北京］, 동계대회는폴

란드 자코파네(Zako-pane)에서 열리며, 2003년 하계대회는 한국의 대구광역시, 동계대

회는 이탈리아의 타르비시오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대회

에이어 6년만에하계대회도개최하게되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개요

대회기간: 2003. 8. 21 - 8. 31(11일간)

개 최 지: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

참 가 국: 170개국

참가예상인원: 11,000여명(임원·선수·보도진등)

경기종목

- 정식종목(10) : 육상, 농구, 펜싱, 수 , 다이빙, 수구, 테니스, 배구, 축구

- 선택종목(3)  : 태권도, 유도,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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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

전체구도는대회주제인“DREAM FORURITY, 하나가되는꿈”대회방향

인 DREAM, ADVANCE, EQUALIZE, GREEN, UNITE를 표현하는 것으

로오색띠중노랑은“꿈을갖자”빨강은“나아가자”검정은“차이를넘자”

녹색은“푸르게하자”파랑은“하나가되자”를상징하고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의상징인

U자와 오성을 상하 구도로 배치하고 U자 형상을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을 상징하는 오색

수직띠로 표현,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하여 세계젊은 대학생들의 화합과

도전정신이지구촌으로퍼져나가는것을표현하고있습니다.

섬유원단모양의오색띠중녹색띠를강조해환경도시, 대구를표현하고오성은난초모양

의오색띠로유구한역사도시, 대구의선비정신을상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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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사는고장의지명유래

범어동 (泛魚洞) 

범어동은 본래 대구부 수북면의 지역으로서 조선때 범어역(泛漁驛)이 있었으므로 범어 또는

역촌(驛村)이라고도 하 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달성군 수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10월1일대구구역이확정됨에따라대구부에편입되었다. 

범어동을한자로泛魚, 凡魚, 凡於로쓰여져내려온흔적이있으나지금은泛魚洞으로쓰여지

고있다. 

그 유래를 보면 1450년 철원부사를 지낸 구수종이 정착하면서 일군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

전체가 마치 한마리 물고기가 냇물에 올라 떠 있는 형상이므로 마을이름을 뜰범(泛) 고기어

(魚)로범어(泛魚)라고했다고전해온다. 

1975년 10월 1일 범어동을 범어 1·2동으로 분동하고(시조례 제919호), 1979년 8월 23일

범어2동이 범어2동·3동으로 분동

되고(시조례 제1214호), 1982년 7

월24일 범어1동에서 범어4동이 분

동되었다.(시조례제1589호) 

지금의 범어 1,2,3,4동은 수성구중에

서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 수성구 하

면 흔히 수성동이 중심마을인 듯 하

지만사실은범어동을중심동이라하

지않을수없다. 

수성동 (壽城洞) 

본래 대구부(大邱府) 수현내면(守縣內面)의 지역으로 수성들 아래에 있으므로 하동(河洞)이

라하 으나1914년행정구역폐합에따라신동(新洞)을병합하여하동이라하여 달성군(達

城郡)에편입되었다가 1938년10월1일대구부에편입되었다. 



부록 내가사는고장의지명유래

수성구 의회244

수성동은옛날하동(현재수성1가동)과배일촌(동구신천동)사이의들판으로서전부논과밭

으로이루어져있었으며

약 40여년전부터 한집 두집 불어나기 시작하여 1948년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동

구신천동에속하 다. 

1980년 4월 1일 대구시조례 제

1213호(1979. 8. 28 공포)에 의해

당시 동구 신천3, 4동의 일부가 수

성구로 편입되면서 수성 1,2,3가에

이어 수성4가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촌동 (晩村洞) 

만촌동은본래의이름은‘늦이’라하 다. ‘늦이’의‘늦‘은늦다(晩, 遲)라는뜻이며‘이’는원

래인칭대명사이나고어의‘리(里)’의음차(音借)로보아야한다. 

이곳주민들은‘늦이’를한자로지잉(遲芿)(遲=訓借, 芿=音借)로도표기하 다. 따라서만촌

(晩村)의촌(村)은‘리(里)’와같은‘마을’이란뜻이다. 

이와같은이름을사용하게된것은예로부터이곳은달성(達城)하씨(夏氏), 달성(達城)서씨(徐

氏)등이 문호(門戶)를 차려놓

고 강학(講學)에 힘쓰고 학문

을 숭상하는 나머지 선비의 기

질에 따라 생업에는 등한시 하

여 농사철이 되어도 항상 이웃

마을보다 농사일이 늦어져서

부근 주민들이 농사일에 늦은

곳이라는 뜻으로 불려온 것이

마을의명칭이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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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동의본래의마을은지금의청기와주유소뒷편구릉지대로마을주변은독무산(獨茂山)

으로둘러쌓여인가(人家)가만거(萬居)하기에적지(適地)라한다. 

이곳에사람이살기시작한연대는정확히는알 수없으나이곳만촌동 183번지에있는독무

재의동수기에의하면숭정(崇禎)4년[중국명나라예종의연호로B.C 1631년에해당] 독무암

누(獨茂岩樓)를건립하고이곳을강학지소(講學之所)로하여인근향도(鄕道)에서래학자(來

學者)가많았다고기록하고있다.

황금동 (黃金洞) 

본래대구부(大邱府) 수북면(守

北面)의 지역으로 황청리(黃靑

里)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황청동(黃靑洞)이 되

어달성군(達城郡) 수성면(壽城

面)에 편입되었으며, 1938년

10월 1일 대구부(大邱府)에 편

입되었다. 

약 350여년전 임진왜란이 일어

났을때우리지방에궐기했던의

병장손처눌(孫處訥)선생이임란당시피난하여이마을을개척하여곡식을심으니푸른산이

주위를에워싸고들녘의곡식이황금물결을이룬다하여황청(黃靑)이라하 으나, 저승의다

른말황천(黃泉)과이름이비슷하여1977년황금동으로동명을개칭하 다. 

신천지아파트뒷편에는조선조이조판서를지낸문신남은(南隱) 서섭(徐涉)을 기리는덕산

서원이있다. 

새로옮겨온경북고동편이과거범어역에서기르던말들이죽으면묻었던말무덤이며, 군기지

아래쪽의옹달샘은눈병에특효가있어마을사람들이즐겨이용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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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中洞)

약500여년전신천을따라수성평야에형성된마을로80여년전마을규모는경주이씨160호,

추계추씨 140호, 경주 최씨 53호, 초계변씨 50호 등 성씨별로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인구는

2,400명정도로서전가구가농업을주업으로하면서거주하 다. 

1394년수성현에서대구현으로편입되고, 1910년대구군에서대구부로속했다가1914년4

월 1일대구부(大邱府)서달성군(達

城郡) 수성면(壽城面)으로 분리되

었다. 

수성면 당시 신천을 따라 지금의 수

성로와 수성못간의 마을에 대하여

상,중,하동으로 분리하므로서 중앙에

위치한본동을중동으로명명하 다. 

1937년에다시대구부에편입되었으

며, 1963년 1월 1일 대구시 동구 중

동이었다가 1980년 4월 1일 대구시

수성구중동이되었다. 

상동 (上洞)

신천을사이에두고남구봉덕동과인접하고있는상

동은 약500여년전 수성평야의 농막촌으로 형성된

마을로진씨와손씨가집단거주를했었다. 

1394년수성현에속했는데수성현이대구현으로편

입되자 상동도 대구현의 일부가 되었다. 1910년 대

구현이 대구군이 되고, 1910년 대구군이 대구부로,

1914년 다시 수성구 수성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37년대구부에재편입되었다. 결국 1963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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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대구시동구상동의명칭을얻었고, 1980년 4월 1일 대구시수성구상동, 1981년 7월

1일대구직할시수성구상동으로오늘에이르고있다. 

파동 (巴洞)

예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하

여‘1파 2무’(첫째로 살기좋은 곳

은 파동이며 둘째로 살기좋은 곳

은 무태이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

도로 수려한 산수를 가지고 있던

마을로서 옛날 수성못 입구에서

가창까지 길이 곧다고 해서‘니리

미’라고도 불리었으며‘파잠’‘파

집’이라고도불리웠다. 

1914년3월5일대구부달성군가

창면에편입되었다가1958년11월달성군에서대구시로편입되었고, 1980년4월1일대구시

수성구파동으로행정구역이변경되었다. 

파동은 중화양씨와 하양허씨가 개척한 마을로서 현재 서당골(파동450-10번지)에는 양씨재

실이건립되어있다. 

두산동 (斗山洞) 

두산동은대구부(大邱府) 수동면(守東

面)지역으로‘말미’‘말뫼’라 하 으

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

산동(斗山洞)이라하여달성군수성면

(壽城面)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 10

월 1일 대구부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

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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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동명칭은말미산(독메산)이있으므로생겨난것이며말미산뒤로물이넘어가므로‘물

넘이’라고하며또는벌판에있으므로‘불뫼’라고도한다고하나전해오는얘기에의하면아

침일찍부녀자가빨래하고있으면산이이동했는데부녀자가보는그순간산이그자리에멈

추었으며그산이독메산, 또는불뫼라하여오늘날의두산동이란명칭이붙게되었다고한다.

지산동 (池山洞) 

지금으로부터약300년전치산(淄山)고을정우복선생이모산골밑둔덕지에골을걸쳐막았는

데(현재능인고및녹원맨션자리) 못을막아놓았으나 못에물이들어올때가없어서산허리를

가로잘라물이고이게했다고하며그후그업적으로인해용이되어하늘로올라갔다고한다. 

이러한내력을비석에새겨현.능인고등학교자리에보전하 으나6.25사변때파손되어현재

는없어졌다. 

현재범물동에있는천주교성당공동묘지산의형곡이뫼의주둥이처럼생겼다고해서‘매봉

지’라불 는데300년전마을이형성될때는이곳을(현. 지산동)을치산(淄山)이라했으나매

앞에는꿩이꼼짝도못한다고해서치(淄)를지(池)로바꿔서지산(池山) 즉지산동으로부르

고 있슴. 당시 지산못은

대구에선 제일 큰 못으

로 당시의 권세가들이

이곳에 와서 배를 타고

놀았다고한다. 

범물동 (凡勿洞)

동네 명칭 유래에 대해

두가지 설이있는데 하나

는 과거에 범이 많이 살

고 있으면서(실제로 과거에는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 다고 함) 계곡밑에 샘이

있어 범물동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하나는 인근산(용지봉 약680m)위에서 내려다본 계곡의

형태가‘범(凡)’자형태라서범물동이라는설도있으나둘다확실치않다. 



부록 내가사는고장의지명유래

2002 의회보 249

1914년일제의행정구역개편에따라달성군수성면에편입되었다가, 1938년 10월1일부령

(府令) 제195호로달성군에서대구부에편입되었고1949년 8월 15일지방자치법시행에따

라대구시로개칭, 대구시범물동이되었다가1963년 1월1일구제(區制)실시로대구시동구

범물동에서1980년4월1일수성구신설에따라대구시수성구범물동이되었다. 

고산 (孤山)

삼한시대부터 조그만 나라의 일부 다가 신라에 합쳐졌으며 신라 경덕왕(741년) 장산군(獐

山郡) 읍서면(邑西面)이었는데 고려 현종(1018년)때는 경주군 서면에 속했고 고려 충선왕

(1308년)때는옥산부(玉山府)서면이라고불 다. 

조선 선조(1577년)때 경산현(慶山縣)이 대구부에 속하게 되자 대구부 부동면(府東面)이 되

었다가경산이다시현이되자(1897년) 경산현현서면이되었다. 

조선 고종 대 경산군 서면이라 고쳐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산군 고산면이라

부르게되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 고산출장소로 개칭

되었다가1982년9월1일고산1동으로분리되어현재3개의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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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의문채택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안

존경하는마학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은행권의 정리대상기업발표에서 삼성상용차가 청산대상 기업

으로결정된데대하여우리수성구의회는당혹감과참담함을감출수가없었습니다.

'96년 8월 22일 삼성그룹이 상용차 설립당시 1조5천억원의 투자와 2-3년까지 연간

20만대생산규모의완성차제조, 7천여명의생산·기술인력의확보및2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로 대구지역제조업 매출액의 30%를 담당하겠다던 청사진 제시에 대하

여우리대구시민들은취약한산업구조개선과대구지역경제발전을기대하면서시민

모두의성원과기대를아끼지않았습니다.

그런데삼성그룹은상용차에대한당초투자약속을지키지않았을뿐아니라오페라하

우스건립기증에대한대구시민과의약속은지키지않은채성서공단내3천 8백가

구의아파트건축허가와성서공단3단지개발권을비롯한대구지하철2호선공사시

공권을 확보하는 등 대구시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과의

약속이행은파기한채경제논리에따라삼성상용차를오늘에이르게한삼성의기만

행위에대해분노하지않을수없습니다.

또한삼성이항변하고있는상용차에대한적자도대구시민의입장에서볼때는이유

없는변명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이됩니다.

삼성에서개발한1톤트럭“야무진”을비롯하여대·소형트럭은그품질을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등 전도양양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용차

사업의청산결정은누가보더라도이해가되지않는야만적행위로규정할수밖에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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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대구에서태생하여세계적인기업으로발전한삼성이대구시민의자존심을얕잡아본

삼성그룹에대해더욱더분노를참을수없었던것은대구시민에대한최소한의기업

윤리를중요시할줄알았던삼성그룹이지난 11월 24일대구지방법원에삼성상용차

파산신청으로 1,300명의 직원과 4,000여명의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의 7만여 종업원

과30만명의가족의생계를무시한채길거리로몰아내는삼성의부도덕한처사에황

당함을 금할 수가 없어 제갈공명이 사랑하는 장수 마속을 참수하는 심정으로 어려운

대구경제를외면한삼성의부도덕함을온세상에널리알려삼성을규탄하고자한다.

이에우리수성구의회의원일동은46만구민과함께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산신청에 이르게 한

데대하여책임을지고삼성상용차근로자의고용승계및생존권을보장하고협력업체

의손실을보상할것을촉구한다.

하나, 삼성그룹은삼성상용차의파산신청절차를철회하고국내외다른기업에서인수

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것을촉구하며청산이불가피할경우대체산업을

대구에설립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누적된 반 삼성운동이 지역주민의 정서임을 바탕으로 삼성제품

불매운동을적극홍보하여갈것을천명한다.

하나, 우리는삼성그룹이앞으로어떻게대처해나가는지계속해서지켜볼것이며우

리의요구사항이받아질때까지투쟁할것을천명한다.

2000. 12.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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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문

행정구역개편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주민의 동질성, 공동체의식과 귀속감이

그바탕이되어야하며특히지역의주인인주민의의사가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도외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단편적인 행정구역개편안에대

하여우리수성구의회의원일동은 46만주민과함께적극반대를하며 8월 27일대구

광역시에서구의회및주민의동의없이는추진자체가불가능하므로시에서독단적으

로추진할의사가분명히없다는발표에대하여는전적으로지지하면서우리수성구의

회의원일동은다음과같이결의한다.

Ⅰ.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민의뜻에위배되는행정구역개편안은절대로찬성할수없다

Ⅰ. 한국행정연구원의연구안에불과한행정구역개편용역내용을언론에유포한정치

인은그의도가무엇인지밝히고주민에게불안감을조성한데대하여주민에게즉

시사과하라

Ⅰ.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부당한 행정구역개편안이 거론되어 추진될 시에는

수성구민과함께모든방법을동원하여강력히투쟁할것을천명하는바이다

2001. 9.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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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선언문

금연건물선언문

수성구의회청사를이용하는모든사람들을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하고, 금

연분위기 확산과 쾌적한 건물환경조성으로 믿음과 희망을전달하는 의회로

발전하기위해수성구의회청사를금연건물로선포합니다.

2002. 3. 27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

『금연건물』선포취지문

담배는백해무익한것으로사람들의습성중에서도가장해로운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년에 담배관련질병으로 4백만명이, 우리나라도 3만여명이 생명을

잃고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흡연인구가지금과같은추세대로간다면2025년경엔담배관

련질병으로1천만명이사망할것이라고경고하 습니다.

흡연이 이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것은 담배속에 2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4,000여종에이르는각종유해물질이있기때문입니다.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는 닫힌 공간일수록 그 피해가 심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오염물질의 정도가 대기환경 기준치의 5배에이르고 있습니다만 현대인들은 하루의

80% 정도를실내에서활동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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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를깨끗하게유지하는일은이제현대인들의건강을위해서만이아니라생산

성을높이는데있어서도없어서는안될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개인의금연은개인의건강뿐만아니라가족과이웃의건강을지키고사무실의

건강을동시에가져다줍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35조는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사람들이함께살아가는빌딩의공기가더이상담배연기로인해더럽혀져서

는안됩니다.

건물안에서의깨끗한공기와환경을유지하는일은우리모두의권리이자의무일뿐

아니라현대인들의기본예절이자이웃사랑의표현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우리수성구의회의원은지역주민의대표자로서그몫을다하기위하여우리

모두금연운동에앞장섭시다.

2002. 3. 27

수성구의회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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