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대표자로서인격과식견을함양하고예절을지킴으로써의원의품위를유지하며,

주민의의사를충분히대변한다.

2. 주민을위한봉사자로서주민의복리의증진을위하여공익우선의정신으로성실하게

직무를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검소한생활을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구성으로서상호간에기회균등을보장하고충분한토론으로문제를해결하며,

적법절차를준수한다.

5. 책임있는정치인으로서모든공사행위에관하여주민에게책임진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지방의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직무와관련하여청렴하여야하며, 공정을의심받는행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지위를남용하여부당한 향력을행사하거나그로인한대가를받아서는아니된다.

4. 지위를남용하여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또는기업체와의계약이나그처분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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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대한기고, 기타유사한활동과관련하여개인·단체또는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관례적인기준을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이를사전에소명하고, 관련활동에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규정에의한재산등록및신고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8. 직무상국외활동을하는경우에성실히보고또는신고를하여야하며정당한이유없이

장기간해외활동이나체류를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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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수성구민여러분!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개원한 제5대 의회가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반기를 마감하고『제8호 수성구 의회보』를 발간하게

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올바르게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경주해왔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구 문화의 중심이

될 수성아트피아 개관과 역발상에 의한 현대병원의 경매 낙찰 등

집행부의크고작은정책과예산집행등에대한적절한견제와상호

협조를 통해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

합니다.

아무쪼록 제5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못 다했던

부분은 계승·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발전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번에

발간되는『제8호 수성구 의회보』가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주민참여

기회확대를위한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기쁨이

늘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김경동



제8호『의회보』발간을축하드리며

45만 수성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제5대 수성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 활발하게 펼친 의정활동의

성과를모은『제8호 수성구 의회보』를발간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선도적역할을

수행해오신여러의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그동안우리구는 21C 무한경쟁시대에“끊임없이변화하고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신념 아래 우리 구의 발전방향

과비전을제시하고더살기좋은도시건설을위해「비전2016 수성구

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하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성구는 로벌 인재 지식도시, 문화·복지

선진도시, 고품격 명품도시, 주민감동 행복도시를 4대 핵심전략

축으로「지식·문화 특별구 인텔리전트 수성」이라는 비전을 실현

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한결과, 지식경제부가주최하는제32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역대 전국에서 네 번째, 대구·경북 최초로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혁신부문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최고의자치구로자리매김하게되었습니다.

이모든성과는우리45만수성구민의뜨거운수성사랑과여러의원님

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의회와집행부간상호협력을통해명품도시수성구건설에의원님들의

아낌없는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8호 수성구 의회보』발간을축하드리며수성구의회의

무궁한발전과의원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김형렬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제5대제1기수성구의회의원프로필

의회화보

의회화보ㅣ9



<의회개원>

▶제5대수성구의회개원(2006. 7. 5)

▶ 제5대수성구의회개원식(2006. 7. 5)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10ㅣ의회화보



<회의장면>

▶본회의(2007. 12. 4)

▶ 운 위원회회의(2007. 11.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SUSEONG DDISTRICT CCOUNCIL

의회화보ㅣ11



▶행정자치위원회회의(2007. 11. 13)

▶ 사회복지위원회회의(2007. 9. 11)

12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도시건설위원회회의(2007. 9. 11)

▶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회의(2008. 6. 16)

의회화보ㅣ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현장확인>

▶구민운동장현장확인(2007. 7. 10)

▶ 지산목련시장현장확인(2007. 7. 10)

14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팔현배수펌프장현장확인(2007. 7. 10)

▶ 화랑공원현장확인(2007. 11. 9)

의회화보ㅣ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의원연수및비교견학등>

▶전체의원국내연수(2006. 8. 8)

▶ 부산진구의회방문(2007. 2. 22)

16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김포시공설운동장방문(2007. 2. 23)

▶ 덕군의회방문(2007. 2. 27)

의회화보ㅣ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합동세미나(2007. 3. 30)

▶의원및공무원합동연수(2007. 5. 8)

18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범안특위광주제2순환도로현장방문(2007. 7. 24)

▶자매결연의회의원합동연수(2007. 10. 19)

의회화보ㅣ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바람직한의원상정립을위한이미지메이킹특강(2007. 12. 3)

▶ 서초구의회방문(2008. 1. 25)

20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김해시문화의전당방문(2008. 2. 13)

▶ 강릉시의회방문(2008. 2. 27)

의회화보ㅣ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통 시의회방문(2008. 3. 5)

▶ 복식부기회계의원리와이해특강(2008. 6. 10)

22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사회복지시설방문>

▶범어2동혜림원방문(2007. 2. 14)

▶ 파동목련모자원방문(2007. 9. 20)

의회화보ㅣ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상동화성요양원방문(2008. 1. 29)

▶만촌1동동대구노인의료복지센터방문(2008. 1. 29)

24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투명하고 열린 의회상 정립으로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와협의를통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는

로벌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중동신망애원방문(2008. 1. 30)

의회화보ㅣ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행정사무감사>

▶운 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26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의회화보ㅣ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기타의정활동>

▶춘천시의회의원내방(2006. 10. 21)

▶ 자매결연완도군의회초청방문(2006. 11. 1)

28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부산수 구의회의원내방(2007. 1. 31)

▶ 고산초등학교모의의회입교(2007. 4. 19)

의회화보ㅣ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우리땅수호및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성공개최결의독도방문(2007. 5. 10)

▶ 중국제녕시시장일행내방(2007. 5. 18)

30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시도대표대구회의(2007. 6. 20)

▶범안로의합리적운 방안모색을위한공청회참석(2007. 8. 23)

의회화보ㅣ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의회홈페이지시연회및개인홈페이지관리방법교육(2008. 1. 11)

▶ 어체험학습센터참관(2008. 3. 25)

32ㅣ의회화보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가꾸어서아름답게수성구를푸르게(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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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열린 의회상 정립으로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와협의를통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는

로벌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Kim Soon Ho

•대구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2년(재)
•수성구 새마을부녀회 총무(역임)
•수성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역임)
•효창산업 대표(현)
•범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제2기 공동대표(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운 위원회 위원(현)
•수성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로하스 성교육연구소 전문강사(현)

金 順 鎬

범어2동 153-22

휴 : 011-9564-7882   사무실 : 811-5141

1955. 11. 5

가선거구(범어2,3,만촌1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Lee  Ha  Il

•대봉초등학교 동기회장(역임)
•럭키아파트운 위원회 위원장(역임)
•한나라당 만촌1동 협의회장·중앙위원(역임)
•만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현)
•수성구 교육심의위원회 위원(현)

굃 河 一
만촌1동 245 
럭키골든맨션 6/103

휴 : 011-9398-6015

1945. 9. 26

가선거구(범어2,3,만촌1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Lee Byung Uk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대구한의대학교 외래교수(현)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후원회장(현)
•수성경찰서 시민경찰 1기 회장(현)
•서대구지구(JC)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대구용지로타리클럽(08-09년도)회장(현)
•한일스피치닷컴(hanilspeech.com) 대표(현)
•대구스피치문화센터 대표(현)

굃 丙 旭

휴 : 011-509-6544   사무실 : 751-8800

1956. 5. 10

나선거구(범어1,4,황금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범어4동 218-4

(2008년6월30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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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oo San

•대구한의대학교 졸업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운 위원(역임)
•제16대 김만제 국회의원 보좌관(역임)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 기획위원장(현)
•한국민족민주청년연맹 회장(현)
•한·필리핀 협회 이사(현)
•황금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사)낙동경제포럼 이사·연구처장(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운 위원장

굃 壽 山

휴 : 010-3808-9180   사무실 : 746-3060

1963. 8. 21

나선거구(범어1,4,황금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Cha Yi Yeal

•제4대 수성구의회의원(역임)
•수성구의회 제4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역임)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역임)
•범어1동 초대주민자치위원장(역임)
•대구은행 범우회 회장(역임)
•합천군 향우회 부회장(현)
•수성구청 민원배심원(현)
•수성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현)

굯 괿 곥

범어1동 560-10

휴 : 011-506-4466   사무실 : 755-1177

1942. 1. 13

나선거구(범어1,4,황금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Kim Kyung Dong

• 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2·3·4·5대수성구의회의원및제3대전반기내무위원장(역임)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제5·7·8대이사장(역임)
•만촌청년회 초대·2대회장(역임), 한국정치발전연구원(현)
•경북가스(주)경북열기 대표이사(현)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의장(현)

金 炅 東

휴 : 011-816-2415   사무실 : 754-0808

1959. 8. 13

다선거구(만촌2,3,고산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황금1동 240
우방1차 5/108

만촌3동 1047-11
경북하이츠 30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COUNCILORS P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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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Byung Yell

•대구사이버대학교 법무부동산학과 졸업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대구수성지부장(역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후원회 부회장(현)
•한나라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수성구청 구정평가위원(현)
•고산2동 주민자치·희망나눔위원회 고문(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자문위원(현)

鄭 炳 곥

시지동 64-19

휴 : 011-540-8065   사무실 : 795-5300

1961. 5. 13

다선거구(만촌2,3,고산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Kim You Tae

• 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졸업
•삼양식품㈜ 동대구·동부산지점장(역임)
•제1공수특전여단 중위 만기 제대
•고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역임)
•국제로타리3700지구 시지로타리클럽 초대·2대회장(역임)
•국제로타리3700지구 총재보좌역(역임)
•고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역임)
•시지 옛골산촌숯불가든 대표(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수성소방서 행정자문위원회 감사(현)

金 庾 泰

휴 : 010-3813-0860 

1954. 10. 20

라선거구(고산1,3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Park Min Ho

• 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제4대 수성구의회의원(운 위원장 역임)
•신매초등학교 운 위원장(역임)
•국제RC3700지구 시지로타리 부회장(현)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 지도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고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부의장(현)

朴 玟 鎬

휴 : 011-540-3318   사무실 : 742-8233

1961. 6. 23

라선거구(고산1,3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사월동 464
사월보성2차 108/405

욱수동 185-1
시지4차태왕레전드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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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n Hwan

•명예정치학 박사(미 코헨대학)
•경운대학교 경 학과 졸업
•수성구 태권도협회장(역임), 자문위원(현)
•국군간호사관학교 강사(역임), 국기원심사위원(현)
•법무부 범죄예방 운 위원(역임)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사무국장(역임) 상임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창원종합(태권도, 합기도)체육관 관장(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현)

金 眞 煥

수성2가 294-1

휴 : 011-532-1255   사무실 : 763-1255

1953. 8. 1

마선거구(수성1,2,3,4가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Lee Dong Youn

•계명문화대학 졸업
•대구상업고등학교 41회 동기회장(역임)
•대구수성JC특우회장(역임)
•동성초등학교 육성회 감사(역임), 운 위원(현)
•전국아파트연합회 대구시지회 운 위원(역임)
•형제정 기계(주) 감사(현)
•수성1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현)

굃 東 潤

휴 :  018-268-4222   사무실 : 582-7744

1949. 11. 27

마선거구(수성1,2,3,4가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Kim Yung Ju

• 남대학교 최고경 자과정 수료
•한나라당 대구정치대학원1기 수료
•제4대 수성구의회 의원(역임)
•범안로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 위원(역임)
•새마을지도자 중동협의회장(역임)
•중동 새마을금고 이사(현)
•(사)한국담배판매인회 동대구조합장(현)
•중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金 榮 洲

중동 346-2

휴 :  016-517-3146   사무실 : 745-0167

1942. 6. 19

바선거구(중,상,두산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수성1가 613
신세계타운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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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Chung Suh

• 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수성초등·수성중학교 운 위원장(역임)
•수성구의회 3,4,5대 의원(3대 후반기 내무위원장 역임)
•수성경찰서 시민경찰 1기 수료, 자율방범대 고문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수석부회장(현)
•수성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현)
• 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현)
•대구광역시 주택관리사협회 자문위원(현)

孫 重 瑞

상동 349-6

휴 : 010-7118-1814   사무실 : 766-6050

1960. 4. 13

바선거구(중,상,두산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Kim Bum Sup

• 남대학교 AMP과정 수료
•대한중석노조위원장(역임)
•국제노동재단 한국대표단장(역임)
•(사)한국청년회의소LOM회장(역임)
•한나라당 수성을 지구당 사무국장(역임)
•16대 국회의원 보좌관(역임)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수성구 수석부회장(현)
•월드비젼 범물복지관 운 위원(현)

金 範 燮

휴 : 010-7168-1815   사무실 : 559-8685

1949. 5. 6

사선거구(파,범물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Park Sil Kyung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2·3·4·5대 수성구의회의원(3대 전반기 운 위원장역임)
•경북고등학교 운 위원(역임)
•대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역임)
•수성고등학교 운 위원(현)
•범물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역임)
•지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역임)

朴 實 敬

휴 : 016-519-1044  

1949. 6. 19

사선거구(파,범물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범물1동 1279
보성타운 103/1201

범물2동 1336
태성맨션 1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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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 Tae Nam

•대구광역시 여권계장, 자연보호계장, 서무계장(역임)
•대구광역시 감사과장, 도시정비과장(역임)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역임)
•수성구 지산중학교 운 위원장(역임)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수성구회장(역임)
•동부교육청 운 위원(현)
•수성문화원 기획·운 위원장(현)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 위원(현)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琴 泰 男

휴 : 011-502-0177   사무실 : 794-1334

1943. 1. 16

아선거구(지산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Choi Kyung Hoon

• 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포항 대동고등학교 교사(역임)
•새마을지도자 지산2동협의회 이사(역임)
•지산2동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현)
•대한안경사회 대구수성구회장(현)
•대구산업정보대학 안경광학연구소 연구원(현)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자율방범대 고문(현)
•한신안경 대표(현)

崔 敬 勳

휴 : 016-9542-4520   사무실 : 782-4520

1954. 8. 30

아선거구(지산1,2동)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Kim Sook Ja

•대구산업정보대학 재학
•동대구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장(역임)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범어1동 새마을부녀회장(역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장(역임)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총무(역임)
•라이온스355-C대구지구 총재특별위원(역임)
•라이온스355-C대구지구동백클럽 초대·2대회장(역임)
•범어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역임), 고문(현)
•동대구농협 이사(현)

金 淑 子

휴 : 010-6525-3640

1945. 5. 9

비례대표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지산1동 1270
청구맨션 101/1603

지산2동 1271
우방타운 101/709

범어1동 614-3
태왕유성하이빌 101/17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COUNCILORS P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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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Young Soon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제2대 수성구의회의원(역임)
•대구지방검찰청 청소년 상담실장(역임)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상담실장(역임)
•대구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현)
•대구교육위원회 학생상담봉사자 1기(현)
•사단법인 남CEO포럼이사(현)
•한국리더십센터 남교육원 소장(현)
•제5대 전반기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현)

鄭 英 順

휴 : 011-503-9955   사무실 : 254-1448

1947. 11. 2

비례대표성 명

주 소

전 화

학 력

및

경 력

선거구명

생년월일
지산2동 1208
청구호반맨션 102/80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COUNCILORS P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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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현황

□연 혁
□제5대제1기직제표
□제5대제1기상임위원회현황
□의원현황
□의회예산
□의회사무국
□자매결연의회

2.구정현황

□연 혁
□지역특성
□행정구역
□세대및인구
□행정조직
□재정규모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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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1991. 3.26 초대구의원선거(18개선거구에서 28명선출)
1991. 4. 15 초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출
1992. 4. 10 초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운 7명, 내무 13명, 사회도시 14명)
1992. 4. 15 초대제1기상임위원장선출
1993. 4. 1 초대제2기의장단선출및상임위원회구성(운 7명, 내무 13명, 사회도시 14명)
1993. 4. 2 초대제2기상임위원장선출
1995. 6. 3 의회청사준공이전
1995. 6.27 제2대구의원선거(21개선거구에서 31명선출)
1995. 7. 11 제2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출
1995. 7.27 제2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9명, 내무 10명, 사회산업 10명, 도시건설 10명)
1996. 1. 1 의회사무기구직제승격(“사무과”⇒“사무국”)
1996.12.27 제2대제2기의장단선출
1997. 1. 14 제2대제2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9명, 내무 10명, 사회산업 10명, 도시건설 10명)
1998. 6. 4 제3대구의원선거(23개선거구에서 23명선출)
1998. 7. 9 제3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출
1998. 7. 10 제3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0. 6. 19 제3대제2기의장단선출
2000. 6.20 제3대제2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2. 6. 13 제4대구의원선거(23개선거구에서 23명선출)
2002. 7. 9 제4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출
2002. 7. 10 제4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7명, 내무 11명, 사회도시 11명)
2003. 5.20 내무위원회를행정자치위원회로명칭변경
2004. 6. 10 간사를부위원장으로용어변경
2004. 7. 9 제4대제2기원구성
2006. 5. 31 제5대구의원선거(19명: 8개선거구 17명, 비례대표2명)
2006. 7. 5 제5대의회개원및의장단선출
2006. 7. 6 제5대제1기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운 7명, 행정자치 9명, 사회도시 9명)
2007. 1.22 도시건설위원회신설및도시건설위원장선출(운 6명, 행정자치 6명, 사회복지 6명, 도시건설 6명)

1. 의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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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소 관 업 무

운 위원회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의회운 에관한사항
•의회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회의규칙및의회운 과관련된
각종규칙에관한사항

정 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기획조정실및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속하는사항

•총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 주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속하는사항

•보건소소관에속하는사항

•수성아트피아소관에속하는사항

김진환 김숙자
금태남, 김범섭
정병열, 최경훈

•도시국소관에속하는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특정안건발생시위원회구성

■ 제5대 제1기 직제표

■ 제5대 제1기 상임위원회 현황

운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 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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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 령 별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성 별

19 - 5 8 6 16 3

■ 의원현황

⊙연령별

■ 의회예산

⊙ 2006~2007년도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초 선 재 선 3  선 4  선

19 11 5 1 2

⊙당선현황별

계 지방의원 서비스업 부동산 학 원 광공업 가스업 환경 체육관

19 12 1 1 1 1 1 1 1

⊙ 직업별

계 고졸이하

19 7

전문대졸

1

대재

1

대졸

5

대학원재

1

석사

3

박사

1

⊙ 학력별

연 도 계 의정관리 의정활동

2006

2007

1,854

2,067

1,138

1,242

716

825

⊙ 2008년도

연 도 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

행정운 경비
(의회사무국)

2008 2,114 1,07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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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직원현황

⊙의회장비현황

⊙기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사무원 조무원 기계원 운전원

기능직

정원/현원 20/20 1/1 2/2 4/4 3/5 1/0 4/4 2/1 1/1 2/2

행 정 장 비 방 송 장 비 기 타 장 비

팩스 앰프 TV 에어컨 공기
청정기 카메라 정수기오디오

세트스캐너복사기프린트기 비디오프로젝트PC CCTV

24 10 1 3 1 4 3 1 3 10 15 2 4 3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회현황 및 구정현황ㅣ45



⊙청사배치도

46ㅣ의회현황 및 구정현황

본회의장 방청석

로비

행정자치
위원회실

사회복지위원회실

부의장실

자료실의장실
부속실

접견실

의회사무국

로 비

보일러실

제1회의실 창고

제2회의실

운 위원회실

주 민
상담실

도시건설
위원회실

전 문
위원실

사 무
국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본회의장

•보일러실

•로비·화장실

•계

•행정자치위원회실
•주민상담실

•도시건설위원회실

•전문위원실
•사회복지위원회실

•운 위원회실

•부의장실

•제2회의실

•사무국장실

•의장실

•부속실·접견실
•자료실

•의회사무국

•제1회의실·창고



⊙완도군일반현황
•도시현황
- 행정구역 : 3읍 9면 2출장소(245마을 1,356반)

- 면 적 : 395.38㎢(전남의 3.3%)

- 인 구 : 25,095세대 57,689명

- 행정조직 : 1실 13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 12읍면

- 재정규모 : 2,843억원(일반 2,537, 특별 306)

• 지역특성
- 위 치 : 완도군은한반도최남단에위치하고있으며, 크고작은섬들이

모여서형성된도서군으로우리나라 6대섬중의하나이다.

위도상동경 126°22′부터 127°15′40″까지북위 33°15′40″부터

34°27′5″에위치하며동북쪽으로는고흥군, 여수시에북서쪽으로는

해남군, 강진군에인접하고남쪽으로는바다를경계로제주도

북제주군과인접해있다.

- 해안과도서 : 육지가침강하여생성된육도의군집으로써한국특유의

리아스식해안으로형성되어있으며해안선의길이는 839.8㎞이며

유인도 54개와무인도 147개로 201개의섬으로이루어져있다.

■ 자매결연의회

⊙완도군의회현황

•의원

선거구 의원정수 의원수 초선 재선 3선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2 9 9 4 5 - 1 3 5

•직원현황

구 분

정원/현원

계

13/12

5급

3/3

6급

2/1

7급

3/1

8급

1/2

기능직

3/4

청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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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수성구(壽城區)는 신라시대에 위화군(        )또는 상촌창군(上村昌郡)이었는데 신라 35대 경덕

왕이수창군(壽昌郡)으로고쳤으며, 가창(嘉昌)으로기록된곳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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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屬)했다가공양왕(恭讓王) 2년(1390년)에 감무(監務)를 두어해안현(解顔縣)을 겸하여맡게하

습니다.

조선태조(太祖) 3년(1394년)에 감무를혁파하면서대구부의속현이되었고뒤에다시경주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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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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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수성야(壽城野)[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되어 황금동, 두산동으로 되었음]가 구관할(區

管轄)의중심지를이루고있으며 1980년 4월 1일구(區) 신설시수성구(壽城區)로명명되었습니다.

1981년 7월 1일대구직할시승격시경산군고산면편입으로구역(區域)이 76.47㎢로확장되었으

며 1988년 5월 1일자치구(自治區)로승격하 습니다.

■ 지역특성
○도시의중추기능이 집된행정·금융·교육의중심지

○대구제일의도로·교통·공원등이조화를이룬쾌적한주거지역

○문화·레포츠·관광의메카로도약하는최고의명품도시

■ 행정구역

■ 세대 및 인구

2. 구정현황

면 적

76.47㎢

법정동

26

행정동

23

통

555

반

3,828

세 대
인 구

계 남 여

151,031 448,695명 221,870명 226,8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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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 3국 1실 12과 1단 7팀, 1보건소, 1사업소, 23동, 1의회

○공무원정원

■ 재정규모
○ 2008년예산규모 : 252,853백만원

○일반회계 : 239,500백만원, 특별회계 : 13,353백만원

○재정자립도 : 35.1%

계

884

구본청

531

보건소

69

사업소

17

동 의회

24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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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감사

5. 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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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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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최현황
□총괄
○정례회 :  4회 81일

○임시회 : 13회 100일

□회의개최내역

제135회

제136회

제137회

제138회

제139회

제140회

제141회

제142회

제143회

제144회

제145회

제146회

제147회

제148회

제149회

제150회

제151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정례회

임시회

제2차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제2차정례회

임시회

임시회

임시회

3

1

15

3

22

1

6

12

13

22

8

13

3

22

12

11

14

2006. 7. 5   ~   7. 7

2006. 7. 25

2006. 8. 25 ~ 9. 8

2006. 11. 8 ~  11.10

2006. 12. 5 ~ 12.26

2007. 1. 22

2007. 2. 9 ~  2.14

2007. 4. 6 ~  4.17

2007. 5. 23 ~ 6. 4

2007. 6. 25 ~ 7. 16

2007. 9. 10 ~ 9. 17

2007.10.31 ~ 11.12

2007.11.21 ~ 11.23

2007.12. 5 ~ 12.26

2008. 2.15 ~ 2.26

2008. 3.14 ~ 3.24

2008. 5. 8 ~ 5.21

회 별 구 분
회 기

일 수 기 간

의/정/활/동
-회의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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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안처리 현황

□ 2006년도(제136회 ~ 제139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역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보 류

계

소 계

의원발의

구청장발의

조
례
안

예산·결산안

승인안

동의안

기 타

37

23

5

18

6

8

37

23

5

18

6

8

36

22

5

17

6

8

34

22

5

17

4

8

2

2

1

1

1

□ 2007년도(제140회 ~ 제148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역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보 류

계

소 계

의원발의

구청장발의

조
례
안

예산·결산안

승인안

동의안

기 타

43

24

8

16

7

2

6

4

44

25

8

17

7

2

6

4

44

25

8

17

7

2

6

4

34

18

6

12

5

2

6

3

8

5

2

3

2

1

2

2

2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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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제140회 ~ 제148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역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보 류

계

소 계

의원발의

구청장발의

조
례
안

예산·결산안

승인안

동의안

기 타

43

24

8

16

7

2

6

4

44

25

8

17

7

2

6

4

44

25

8

17

7

2

6

4

34

18

6

12

5

2

6

3

8

5

2

3

2

1

2

2

2

-의안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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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3. 주요의안 처리내역
□ 2006년도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7. 5(수)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6. 7. 7(금)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7. 6(목)

1. 제5대제1기의장, 부의장선거
○의 장 : 김경동
○부의장 : 박민호

2. 제135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6. 7. 5 ~ 7. 7(3일간)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순호, 이하일의원

1. 제5대제1기운 위원선임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손중서, 최경훈,
김숙자

1. 제5대제1기상임위원선임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정 순

○사회도시위원회
김순호, 이수산, 이 술, 정병열, 김유태, 이동윤,
김 주, 최경훈, 김숙자

2. 제5대제1기행정자치위원장선거
○위원장 : 정 순

3. 제5대제1기사회도시위원장선거
○위원장 : 이동윤

4. 제5대제1기운 위원장선거
○위원장 :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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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7. 25(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6. 9. 5(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6. 8. 25(금)

1. 제136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6. 7. 25(1일간)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이수산, 이 술의원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중동희망지구 : 개선의견제시후원안“찬성의견”
○고산1동삼두아파트 : 원안“찬성의견”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 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아트피아운 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 에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조례제정과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관한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최경훈, 이하일, 차이열, 김진환, 김범섭, 정병열, 
김유태, 김 주, 김숙자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찬성
찬성

1. 제137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 2006. 8. 25 ~ 9. 8(15일간)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차이열, 정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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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 9. 8(금)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11. 10(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11. 8(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3.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

4. 2005회계년도기금결산승인

5.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찬성

찬성

원안

원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응급구호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 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개발제한구역해제및용도지역변경(파동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9.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10.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경훈,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정병열, 김유태, 
김숙자

1. 제138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6. 11. 8 ~ 11. 10(3일간)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유태, 박민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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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6. 12. 5(화)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 12. 15(금)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06. 12. 20(수)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6. 12. 21(목)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11. 10(금)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6. 12. 6(수)

1. 제139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 2006. 12. 5 ~ 12. 26(22일간)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진환, 이동윤의원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2. 제4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최경훈, 이하일, 차이열, 손중서, 정 순, 김순호, 
이 술, 김유태, 김숙자의원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구정에관한질문

1. 구정에관한질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수산, 이하일,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김순호, 정병열, 김유태, 김 주, 최경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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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007년도

원안

원안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1. 22(월)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2. 9(금)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4. 6(금)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2. 14(수)

1.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1. 22(1일간)

2. 제5대제1기상임위원선임
○행정자치위원(6인)
정 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사회복지위원(6인)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 술, 김유태, 김 주

○도시건설위원(6인)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3. 제5대제1기도시건설위원장선거
○위원장 : 김진환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 주, 손중서의원

5. 운 위원선임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1. 제141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2. 9 ~ 2. 14(6일간)

2.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범섭, 박실경의원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결의문채택

1. 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4. 6 ~ 4. 17(12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이하일, 박실경, 정 순, 이수산, 김유태, 이동윤,
정병열, 금태남, 김숙자의원

3.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박실경의원, 김정곤세무사, 문병달전황금1동장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금태남, 최경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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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4. 16(월)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7. 4. 17(화)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5. 23(수)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6. 4(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7. 6. 25(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7. 7. 5(목)

1. 구정에관한질문

1. 제143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5. 23 ~ 6. 4(13일간)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사회복지위원 : 이병욱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숙자, 정 순의원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144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 2007. 6. 25 ~ 7. 16(22일간)
2.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순호, 이하일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이하일, 차이열, 손중서, 김순호, 이병욱, 김 주,
김진환, 김범섭, 최경훈

2. 현장확인의건
○일시 : 2007. 7. 11
○장소 : 목련시장, 팔현마을, 구민운동장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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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07. 7. 13(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7. 7. 12(목)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7. 7. 16(월)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9. 10(월)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9. 17(월)

1. 구정에관한질문

1. 대구광역시수성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정에관한질문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6회계년도기금결산승인안

1. 제145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9. 10 ~ 9. 17(8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박민호, 박실경, 정 순, 김순호, 이병욱, 김 주, 
정병열, 금태남, 김숙자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이병욱, 이수산의원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 등에
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아트피아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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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11. 12(월)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10. 31(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11. 21(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 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건소)

6.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1. 제146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7. 10. 31 ~ 11. 12(13일간)
2.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업보고의건
3. 현장확인의건
○일시 : 2007. 11. 9
○장소 : 보건소, 범어공원, 화랑공원
4.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차이열, 정병열의원

1. 제1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간 : 2007. 11. 21 ~ 11. 23(3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김유태, 김진환, 김 주,
손중서, 김범섭, 최경훈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유태, 박민호의원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11. 23(금)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건소)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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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7. 12. 21(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7. 12. 5(수)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7. 12. 14(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07. 12. 26(수)

1. 제148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기간 : 2007. 12. 5 ~ 12. 26(22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이하일, 이병욱,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 주,
이동윤,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김숙자, 정 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진환, 이동윤의원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박민호, 김진환, 김 주,
손중서, 김범섭, 최경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분자유발언

1.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구정에관한질문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관리과)
9.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수성지구우방타운)
10.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원안

수정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수정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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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내역-

□ 2008년도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 2. 15(금)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2. 26(화)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 3. 14(금)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3. 24(월)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 5분자유발언

1. 제149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8. 2. 15 ~ 2. 26(12일간)
2.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 주, 손중서의원

1. 제150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8. 3. 14 ~ 3. 24(11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이병욱,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이동윤, 박실경,
금태남, 김숙자, 정 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김범섭, 박실경의원

○ 5분자유발언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기운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주택재건축)
9.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정병열의원, 김상우세무사, 안재 전수성구청총무국장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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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회 별 처리결과주 요 안 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 5. 8(수)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5. 21(수)

1. 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
○기간 : 2008. 5. 8 ~ 5. 21(14일간)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금태남, 최경훈의원

○ 5분자유발언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13.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파동용두지구)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수정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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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감사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의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구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

□감사기간및대상기관
○회 기 : 제137회제1차정례회

※기 간 : 5일간(2006. 8. 28 ~ 9. 1)

○ 감사대상기관 : 구청(전부서), 보건소, 동(범어3동,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파동,

지산1동)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구 분 계 운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102

49

53

44

17

27

58

3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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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도행정사무감사
□감사의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구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

□감사기간및대상기관
○회 기 : 제144회제1차정례회

※기 간 : 7일간(2007. 6. 26 ̀~7. 4)

○ 감사대상기관 : 구청(전부서),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동(만촌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상동, 고산2동, 고산3동)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지적사항

의/정/활/동

구 분 계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98

43

55

28

15

13

37

15

22

33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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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질문 및 답변

□ 2006년도
○질문횟수 : 1회

○질문의원수 : 6명

○질문건수 : 15건

□분야별질문내역

-구정질문및답변-

구 분
계 제139회정례회

회 기 별 질 문 건 수

계

행 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15

5

4

4

1

1

15

5

4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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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수성아트피아주변환경정비방안 ?

②수성아트피아활성화방안 ?

③녹원맨션과경찰청방향에서수성아트피아진입이되도록좌회전또는U턴구간의신설 ?

답변내용

①수성아트피아 주변 환경정비 건에 대해서는 무학로 확장사업은 시의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5년내지 7년후확장이가능하며, 아트피아전면접도구간220m 도로는시비8억, 구비 2억을

투입하여보상을완료한후기존 25m폭을 41m로넓히면서기존광장과어울리게점토블럭을

설치하여미관향상및광장으로활용하겠으며, 이구간의가로등은분위기에맞도록첨단시설로

개체하도록시에건의하겠음. 아트피아서편도로확장사업은현재보상협의중이며, 본 건물

동편에 위치한 소나무 숲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무육시엽 및 가지치기를 해서 주변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임. 그밖에 노선버스 행선지 안내판과 도로 안내판에도 수성아트피아를

삽입하도록 시 당국과 협의하겠으며, 무학로일대 주변 미관 저해 건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비를하겠음.

②대구시내 10개의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최첨단 시설인 수성아트피아를 특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제139회 제2차 정례회-
(2006. 12. 5. ~ 12. 26)

•수성아트피아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질문자 : 최경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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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구성면에서공개모집을통해유능한전문가를 입했다고봄. 관장을비롯한전문계약직

직원 등이 모두 충원되면, 내년 4월 내지 5월에 개최될 개관공연 행사준비와 연중 기획공연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③좌회전 또는 U턴 구간 신설은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수성아트피아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좌회전 또는 U턴구간 신설이

가능하도록경찰청에건의하겠음. 

질문요지

①우리구도서관건립계획과재원조달방법 ?

②도서관개관후인건비, 운 비등재원조달방법 ?

③도서관개관전까지주민이이용할수있는학교도서관활용방법 ?

답변내용

①우리구는범어권, 지산·범물권, 고산권에도서관건립을계획하고있으며, 범어권도서관은

(주)해피하제에서 구청 맞은편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민공원내 도서관 부지 1,795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00여평 규모의 최첨단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2009년도에 개관할 예정임. 지산·범물권 도서관은 구 자체사업으로 범물동에

부지 1만 여평에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00평 규모로 사업비 170억원 정도를투자해서

2010년 개관 목표로 현재 타당성과 환경성 조사 등을 준비 중에 있음. 건립재원 170억원 중

-구정질문및답변-

•지역학교 도서관 활용방안의 건?

질문자 : 김유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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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 50억원을제외한건축비 120억에대하여는국비 30%(36억원), 시비 30%(36억원),

구비 40%(48억원)의 비율로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미 1차분

8억 1천원을지원받아내년도예산에반 한상태임. 고산권도서관은이마트에서시지월마트를

인수하면서 건물 2층 70평 규모에 시청각실과 열람실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원어도서관

개설의향을우리구에제시함에따라현재내부시설과운 방법등을협의중이며 2007년도에

개관예정임.

②타시·도의구립도서관운 사례를볼때연면적2,000평, 근무인원 20명에연간예산은 15~20

억원 정도가소요되고있음. 따라서 우리구에서도시, 중앙정부의지원을받고부족분은구비로

충당해야하는데현재우리구재정여건으로볼때예산확보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③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단위 소규모 도서관 운 은 저투자, 고효율 시책으로 생각하며,

학교도서관은학교교육과정과 접한관계가있는자료를교사및학생들이주로이용하지만,

구청이조금만지원한다면주민이유익하게이용할수있는도서관임은틀림없음. 학교도서관

시설규모등을검토하고서울의우수사례들을벤치마킹하고관련기관과의협의를통해주민들이

도서관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음. 

질문요지

①민간업체에위탁처리하고있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은 ?

②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관리에대하여 ?

③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이면도로에고정배치하는문제에대하여 ?

의/정/활/동

•수성구청에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처리에 관하여?

질문자 : 김 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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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①현재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은우리구에서직접하고있으며, 처리는 천시 대창면소재

(주)자원과 (주)동산등민간처리업체와대구시하수병합처리장에위탁처리하고있음. 2005년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는24억5천만원을지급하 으며, 징수액은 19억5천1백만원으로처리비와

수거수수료의 균형수지는 81.1%임. 민간위탁업체는 관련 조례에 의거 년 1회이상 지도감사를

실시하고있으며감사시관련규정준수여부를검토하며현재까지불법사항은없었음.

②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구청에서분기별로조달구매하고, 각동에서는수시로필요한

수량을수령하여배치·관리하고있음. 향후수거용기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철저한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주민 홍보 강화로 수거용기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적극노력하겠음.

③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20~30세대당 1개씩적정한장소에배치하고있으나, 자기집

근처에는 수거용기를 두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심각하여 각 동에서는 5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소공원 주변이나 이면도로 공터 등에 배치하고 있음. 내년에는 실질적인 수거용기

관리자지정과주민인센티브제공등철저한관리를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수거용기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는 2007년

하반기에시범시행후 2008년부터전면시행을적극검토하겠음.

질문요지

①U -수성추진과관련하여U -수성전담기구와추진대책위구성제안에대한견해는?

②월드컵경기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야구장 유치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학로 조성에

-구정질문및답변-

•「U -수성」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질문자 : 이수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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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해는?

③들안길먹거리특구내차이나타운등외국음식전문타운조성에대한견해는?

④골프장등민간투자유치계획과투자유치기획단구성에대한의견은?

답변내용

①수성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U-수성

전담기구와추진위구성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며, 먼저 우리수성구청내 TF팀을금년

내에 구성 완료할 계획임. 또 민간부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범추진위구성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범추진자문위원회는공무원, 민간인,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시민단체들로구성될것임. 

②우리구에서도야구장유치에최선을다하겠으며의회와주민이함께유치를위한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음. 월드컵 경기장 일대를 대구 및 인접지역 청소년과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구체적 내용으로 월드컵경기장내 소극장 유치,

대학동아리타운건립, 상설어울마당조성, 카페촌과아울렛매장조성및 E-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트, 길거리농구, 산악자전거코스등과같은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와의긴 한협력과협조관계가최우선이라생각하며, 재원은상당한관심을갖고있는

국내 유수기업들의 민자유치를 대구시에 적극 알선하고 우리 구 스스로도 전문가들로 부터

개발청사진을수립하여대구시와긴 히협의해나갈계획임.

③외국음식 전문타운 조성은 가능하다면 특구지정 이전에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먹거리 타운 일대가 전부 사유지이므로 인위적인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이의관철을위해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음. 외국음식전문타운이조성되기위해서는부지

확보와입주업체의참여, 주변환경조성등이선결과제라생각함. 내년부터음식공인인증제의

점차적 실시로 들안길 업소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음식 전문타운

외에도음식재료관, 또는식재료유통공사를설치하고주변에요리전문학원을설치운 하는것도

고려할만한사항이라고생각함. 그러나이모든것을들안길업소와의긴 한협조와참여가

전제 되어야 할 때 가능할 것이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슬로우푸드의 특구지정과 들안길이

국내외명소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라도민·관이합심노력해나가겠음. 

④골프장과같이수익이예상되는사업은구재정확충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다고생각하나,

구차원에공식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은아직아님. 이문제는골프장조성에적합한부지가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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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성구에 있는지, 비용과 편익분석을 엄 히 실시하여 의회와 주민들의 이해와 민자

유치문제가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안이라고생각함. 

질문요지

공동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에관하여?

답변내용

현재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의 수성1가지구(신세계아파트 남측), 수성

4-1지구(중앙정보고 남측), 수성4-2지구(수성교 북동측)가 있고, 수성1가 대구은행본점 서편에

공동주택건설방식의수성1-1지구(수성 그린타운, 2005년 7월 준공)등 총 네 곳의 주거환경개선

지구가있음. 현지개량방식은현행법상주택개량을용이하게하기위해주차장확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등지구내에서는건축허가요건이광범위하게완화적용됨에따라현지개량이어느정도

진행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일조권 침해, 주차난 가중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여 난개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서 주변지역에

비해현격하게낙후되어있음. 현 주거환경개선지구문제점의근본적인해결책은지구해제라고

판단하고있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내년 6월말로완료됨에따라건설교통부에서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때

대구시에해제를건의하기로하고현재준비중에있음. 우리구에서도해제를위한각고의노력을

다하는한편대구시에도계속적극적으로해제를건의하겠음.

-구정질문및답변-

•주거환경개선지구(수성1가,수성4가동)
해제에 관하여?

질문자 : 김진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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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수성못 반경 10㎞내에 산재해 있는 수성아트피아와 국립대구박물관,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의

시설을 연계하여 규제 없는 특구도시 조성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수성못

리듬분수 설치, 못 주변에 시민탑 건립, 대형 수족관 설치 등과 같은 사안은 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변경하고 조성해야 하며 우리 구가 직접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시립미술관도 시에서 부지 매입 등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대공원은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 지만, 재정여건 등으로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들안길

먹거리 특구지정 문제는 우리 구에서 슬로우푸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

자원을 종합벨트화 하는데는 아직 인프라 구축과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먼저

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과 아울러 시립미술관과

대구대공원 등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촉구할 계획임. 우리 구에서도

들안길에 슬로우푸드 특구지정과 지석묘 이전, 지역 관광 상품개발 등 문화와 관광특구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그때 문화수성구 건설을 위한 범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겠음.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규제 없는 특구도시조성은 두산동, 상동지역은 물론

침체한 지산·범물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주민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주변여건

들을 종합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문화수성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활기차고 역동적인 명품 수성구 발전을
위한 규제 없는 특구도시 조성 용의는?

질문자 : 금태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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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질문횟수 : 3회

○질문의원수 : 11명

○질문건수 : 32건

□분야별질문내역

-구정질문및답변-

구 분
계 제142회임시회 제144회정례회 제148회정례회

회 기 별 질 문 건 수

계

행 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32

14

2

4

4

4

1

3

7

3

4

14

7

4

3

11

7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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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팔현마을주민들의재산권·생존권침해등이심각하다고예상되는데이에대한견해는?

②사전에주민피해에대한대책이나방안을구청차원에서수립할의향은없는지?

답변내용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편에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기울이겠음. 

우리구 추진상황은주민공람및설명회개최, 대구시와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협의등을통하여

우리구의견을최대한건의하 으며, 고속철도노선의고모고가교가팔현마을앞으로인접함에

따라소음, 진동및일조권, 전파장애등여러피해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서이에대한합리적인

대안을마련하도록한국철도시설공단에건의를하 음. 향후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과관련하여

팔현마을통과구간에대하여행정적인절차가있다면우리구에서도팔현마을주민의입장에서

최선을다하겠으며, 피해보상대책기구설치와집단이주문제는정부와한국철도시설공단을통해서

최대한건의하도록하겠음.

•경부고속철도 대구 공사구간 지상화 확정에
따른 팔현마을 주민피해에 대한 구청 대책

질문자 : 정병열의원

-제142회 임시회-
(2007. 4. 6. ~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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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및답변-

•어린이공원 용도 변경에 대한 의향 및 수성구
관내일반주거지역종변경에대한대책은?

질문자 : 이하일의원

질문요지

①어린이공원중미조성된공원을경로당등다목적용도로변경하여실질적인주민을위한공원

으로정비할의향은?

② 일반주거지역중 종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종세분화 조정시에 우리

구종변경에대한대책은? 

답변내용

①관내 어린이공원은 현재 96개소중 63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33개소는 미조성 된 상태임.

미조성된공원은향후취락정비상황에맞춰마을별개발이완료될시점에사유지를매입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법 규정에 따라

경로당은설치할수없지만정자, 지압보도, 허리돌리기등노인분들을위한시설물들을다양

하게도입해서조성할계획임.

② 대구광역시종세분조정기준취지에반하여대부분일반주거지역을중·고층중심의주거지역으

로변경하면, 주택단지에무분별한고층아파트의난립으로도시경관훼손및교통문제와교육·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시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것이시의입장임. 하지만우리구에서는저층중심의일반주거지역주민의재산권보호를

위하여 2006년 11월 대구시에종상향조정을강력히건의한바있으며, 앞으로도주거지역종

상향을지속적으로건의해서 2008년도제8차대구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에반 이되도록

최선을다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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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 재활용품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선택할의향은없으신지?

②재활용품이일반생활쓰레기와혼합배출되는데따른대책은?

③아파트단지내재활용품수거에대하여?

답변내용

① 우리구의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방법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의 계약방법
외폐기물수집및운반에관한체제를대폭적으로바꿀계획을검토하고있으며, 현재전문용역
기관을통해용역이진행되고있으며, 수거권역의합리적분할, 계약방법과타시·도의성공사례
등을 면 히 검토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의 혁신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다하겠음. 

② 재활용품이혼합배출되는이유는거점수거방식이큰이유가됨에따라서, 배출자의책임소재를
명확히할수있는문전수거방식으로전환하고자 2006년 10월 1일부터범어2동을시범지역으로
선정운 하고있으며정착이되면전동으로확산할계획을갖고있음.
그리고분리배출취약지역에는특별단속을강화하겠으며, 수거후뒷정리와수거업체종사자들의
친절·청결교육도 현장위주의 특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선별장에 대해서도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철저히선별하도록지도하겠음.

③아파트는통상재활용품수거업체가정기적으로수거하는것이원칙이나, 일부아파트는노인회,
부녀회 등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활동이 부진한 아파트의
재활용품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노력하겠음. 일반주거지역에대해서도적기에수거를하도록만전을기하겠음.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재활
용품 배출 및 수거 개선에 관하여?

질문자 : 김 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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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대동제 추진방향 및 구정시책
홍보에 대한 견해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2007. 6. 25 ~ 7. 16)

질문요지

①소규모동을통폐합하는대동제에대한향후우리구추진방향은? 

②구정의주요시책에대한홍보에대한견해는?

답변내용

① 현재 일선동은 2000년 동기능 전환과 정보화·전산화에 따른 전국 On-line 등으로 동간·

지역간 경계가 없어지는 한편 주민의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정부의소규모동통폐합추진계획이지난 6월 7일발표되었으며, 금년도하반기에구체적

세부지침이 시달될 계획에 있음.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2개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검토, 타시도 견학 등 자체적으로 과소동 통폐합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세부지침이시달되면본격적으로통폐합을추진할계획임.

②우리구가역점을두고추진하는시책사업들은합동토론회와당정협의회개최및구의회주요

업무보고, 동 조찬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알리기위해적극노력하 으나일부주요시책의추진과관련하여사전에함께고민하고토론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 정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주요시책사업보고등을통해정책입안과형성과정에의원님들이좀더관심을가지고

참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겠음.

질문자 : 정 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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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구청장공약사항으로본인이공약한교육국제화특구지정등 23개사업외에시·구의원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차원에서 제시한 2대전략 7대 프로젝트 가운데 U-수성 마스터플랜 추진 등 5개
사업 및 당선후 업무인수 시 구에서 제안한 수성유원지 관광명소 조성 등 12개 사업을 포함한
7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년동안 40개 사업중 27개 사업은 정상적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사업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중에 있음. 특히
수성구를 로벌교육도시로만들기위해교육환경을한단계더끌어올리는데집중하고있으며,
구립국제언어교육원 운 과 국제전문대학원 설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나는데박차를가하겠음. 준비중인사업에대하서는현재다각도로노력을전개중에있으며,
임기동안에책임있게공약과주요핵심사업들을착실히실천해나가겠음. 

질문요지

① 요보호아동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구청장 선거시 선거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질문자 : 이하일의원

•우리구 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자 : 김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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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놀이터에 순찰활동 강화는 물론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은?

④ 아동 전용시설(아동도서관, 아동놀이시설,학습관 등) 확충 방안은?

답변내용

① 요보호아동을 위한『WITH수성-아카데미』3개소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적 맞춤형

사업으로『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를 저소득 집지역에 개소하여 운 하고 있음.

소년소녀가정및결손가정의아동을위한사회안전망을활성화하여요보호아동에대한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어린이공원 우범화 방지와 관리를 위한 감시용 CCTV설치는 설치비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원

재정비와 담장허물기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수목 정비 및 공원등 조도를 밝게

조정하는등어린이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지급단가로 정해져 있어 구 자체적으로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월 11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승의 날에는 보육교사들의 상호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향후 이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④ 현재 E-마트 시지점을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공사 설계중이며, 향후 범어권, 지산·

범물권 도서관 건립 예정시 어린이전용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학습관· 미술관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은 우리구 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의 인적

자원인 어린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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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타 자치단체와 같이 주차요금 징수체제로 전환 운 하여 민원인에게 질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의향은없는지?

②공휴일과 평일은 현행과 같이 주차장 개방을 하되 익일 08:00이후 출차 차량에 대하여 행정 처리
방안은없는지?

③대구은행직원, 실과장등의차량에대하여외부유료주차장활용방안강구로민원인을위한주차장
면수확보를할의향은없는지?

④출입허가대상차량에대한행정적지원책은없는지?

답변내용

①한정된 주차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타도시 주차관리 실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다각도로검토중이며, 공공기관의주차장유료화가전국적인추세를감안하여우리구에서도
방문민원인의주차난해소와양질의주차서비스제공을위하여유료화방안을적극검토하겠음. 

②평일아침8시부터저녁7시까지는유료화하고공휴일과평일저녁7시이후부터익일아침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며, 평일 아침 8시이후 출차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임. 민원인 주차일
경우 1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1시간이 넘거나 민원인이 아닌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
안을검토하고있음.

③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임차하는 방안은 투자비용만큼 효과가
있는지를비용편익분석이선행되어야할사항이며, 청내불필요한차량진입억제대책이우선적인
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는등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④주차장 유료화가 될 경우 행정차량과 의정활동 차량, 긴급차량 등의 무료화는 다른 도시와 비교
분석등을통하여검토하겠음. 

•청사내 민원인을 위한 양질의 주차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질문자 : 김유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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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주차장확충계획과교통난해소를위한중·장기대책은?

②견인사업소관리대책은?

③불법주·정차단속대책은?

답변내용
①공 주차장 확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매입가 과다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으며,
유휴공한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노력을 하여 현재 4개소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유휴
공한지확보및내집주차장갖기사업·그린파킹사업등주차장확충에최선을다하겠음. 교통난
해소를위한단기대책으로불합리한교통신호체계및교차로구조개선사업을하고또한대중교통편의
위주의교통체계를구축하고시설도점차적으로넓혀가겠음. 
중·장기적대책으로는도시계획된도로의조속한건설을대구시에강력히요청하고범어네거리등
교통정체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강구를 하겠음.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교통정체의 발생정도에 따라 주간선도로의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을경찰청과협의하여교통용량을넓혀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음. 

②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사업소의 경우 소통보다는
실적위주의견인과, 범어·만촌·고산지역의집중견인에대하여는향후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으며
교통소통에문제가되는지역을집중단속하도록검토를하겠음.

③불법주·정차단속을위하여고정식단속시스템구축및이동식CCTV 등첨단장비의도입운 으로
단속수요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으며, 문제점이있는시스템에대하여는수시로점검을하여
최첨단화가되도록조치를하겠음. 취역시간대별단속을위하여토·일요일과공휴일단속강화및
단속시간을탄력적으로운 하겠으며시민의식전환을위해별도의대책을세워적극적으로홍보를
강화하겠음. 

•교통수요 급증 등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자 : 김범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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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상위법령의개정·폐지에따른조례및규칙정비와유명무실한자치법규에대한조치방안은?

②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약화되고, 향후 아트피아, 도서관, 노인전문병원 등의 지출이

증대함에따른장래의재정전망은?

③우리구의 면적과 인구를 감안하면 도서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고산어린이도서관에 전문

사서가배치되지않고, 일용인부만으로운용이가능한지?

④ 2007년도아트피아운 이일부주민에게문화적특혜를주는것이아닌가생각되는데구청의

견해는?

⑤고산지역삼덕동등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주민들을위한진입도로, 하수도등생활기반시설

확충지원계획은? 

답변내용

① 2008년 1월에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입법예고등의행정절차를거친후 3월경에

개정조례안을의회에상정하겠음.

②올해 5월 지역주민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우리구는도로·공원·녹지등도시

기반시설의인프라는잘구축되어있으나, 문화·복지·교육분야의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

•수성구 조례 및 규칙 정비와 관내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

질문자 : 김진환의원

-제148회 제2차 정례회-
(2007. 12. 5 ~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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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여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우리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최선을다하겠음.

③우리 구의 도서관 확충의 원칙과 기준은 생활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으로 열람석

1,000석이상인대규모도서관은범어권과지산·범물권에신축하고소규모도서관은고산어린이

도서관을기점으로수성2·3가동, 중동, 두산동에확충하는한편, 특히문화수혜폭이열악한

파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현재 고산어린이도서관

운 인력은 도서관 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경력이 10년이상된 7급 공무원인 정규직 1명과

보육교사 자격보유, 도서 도우미 경험이 풍부한 상용직 1명, 1일 기준 4명의 자원봉사인력과

독서치료사등다양한인력이도서관업무를지원하고있으며, 앞으로소규모도서관은새마을

금고와새마을문고, 각종 사회단체에위탁하는방안을병행검토하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시설인 범어도서관과 지산·범물도서관 중 한 곳에 사서직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센터를

두어서 기존의 고산어린이도서관 등 향후 설치될 소규모 도서관마다 사서직을 배치해야

하는낭비요인을없애면서인력이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하겠음.

④올해 5월 어린이를 대상으로‘반쪽이전’등에 약 6,000명, 초·중·고교생과 수험생 대상

으로‘말달리자’등의 공연에 약 3,000명 정도가 관람하 으며, 특히 저소득주민을 위해

전국에서처음으로우리구가「문화도시락사업」을전개해서지금까지 15개업체에 7,300만원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 3,398명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문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일상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⑤ GB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기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전체 152개

노선에 570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2006년부터지금까지마을진입도로신설3개노선에2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중에 있고, 농촌정주권 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이면도로와 하수도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배내마을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에 2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정주권 사업으로 국비 등 6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나머지 노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상수도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모두 12가구로 이중 삼덕동 12가구는 현재

공사중에있는 대구시립미술관이 2010년 완공되면 10가구 중 8가구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나머지 4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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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①민원인의불평과불만의해결방안

②통폐합동의각종봉사단체와주민자치위원회의통합또는재조직에대한원활한추진방안

③통폐합해당동의주민여론및합의도출방법

④행정동통폐합업무추진을중단할의향은없는지

답변내용
①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으로 공무원이 직접 행정사각지대 민원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 중에 있으며,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복지사등소수인력을일정기간상주시켜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음.

②현재 일선동에서는주민자치위원회를비롯한 10여개 단체가동행정의자문역할및봉사활동등
협조를 다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조례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회원
정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 후 단체운 은 기존회원 전원을 그대로
흡수·확대 운 하고 회장단만 재선임하고 자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원정수를 확대토록
함으로써단체구성및운 에차질이없도록해나가겠음.

③우리구에서는일방적인안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을지양하고주민대표와각계각층의전문가로
구성된동통합추진위원회에서통합안을마련하여해당동주민대표들과함께설명회를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위원회 심의와 구의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동
통합계획안을마련할계획임.

④행정조직의통폐합은문화시대에살고있는주민들에게문화와복지의혜택을줄수있는시책이자
행정인력의 증원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인 만큼
반드시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함.

•행정동 통폐합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
점에 대한 해결방안

질문자 : 김 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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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평등한 인사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저출산 대책

질문자 : 김순호의원

질문요지

①여직원이라는이유로인사등에대한불이익은없는지와능력에맞게대우받을수있는제도적

장치가있는지?

②우리구의저출산대책

답변내용

① 2007년 12월 현재 우리 구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866명 중 여성공무원은

311명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5급과 6급의 경우 5급은 전국

평균 6.5%, 대구시 평균 7.9%인 반면우리구는 12.9%로 전국과대구시의평균대비약 2배

정도높으며, 6급도 전국평균 12.4%, 대구시 평균 10.0%인 반면우리구는 15.3%로 전국과

대구시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구의 인사방침은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남여를 불문하고 승진과 전보에 우선시 한다는 것이며, 특히 그동안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시책은 여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체인력 운 제를 시행하 고, 인사위원 중 2명의 여성위원을 공직 내외부에서 위촉

운 중이며육아휴직수당지급, 유급해외유학, 배우자동반해외연수를위한휴직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생 지속 선발 등

그동안 능력에 걸맞는 차별없는 여성인사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 구의 인사

정책과 방향은 앞서 말 드린 바와 같이 변함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정기인사시여성의경우개별적인인사상담, 여직원처우에대한설문조사등을통해인사상의

불이익이없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도적극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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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난해전국에서처음으로베이비시터전문인양성과정을개설하여지금까지 201명의베이비

시터를양성하는한편예비부부를위한결혼준비강좌를개설하여그동안 6회에걸쳐 180명을

교육하 으며, 또한직장인을위한야간임산부건강교실에 432명이수료하 고태교음악회에

250명, 임산부 철분제 공급 1,121명, 불임부부 지원 76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24명,

산모육아용품무료대여 824건등출산장려시책을적극추진해오고있음. 특히올해는출산

장려 시책의 원년으로 삼아 단기적인 출산보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역점을두고출산을장려해오고있고, 내년도에는출산기피적극해소와출산율을더욱높이기

위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유아 건강검진사업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자녀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365특별지원사업과베이비시터전문인양성, 엄마와 아기용품무료

대여사업, 임산부 주야간교실 운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보육과 육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 생각하고 보육 육아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아동 5,503명에게 보육료 90억원을

지원하고21개보육시설환경개선에4,000만원을지원하는한편저소득아동간식비를4,538명

에게 4,000만원 지원과 병행하여 퇴근이 늦은 부모를 위해 야간보육시설 25개소를 지정

운 할 계획임.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안을

가지고해결해야될사안인만큼지방정부와중앙정부가힘을합쳐저출산문제해결에최선을

다하겠음.



의정활동ㅣ89

-5분자유발언-

6. 5분 자유발언

□ 2007년도
○발언횟수 : 2회

○발언의원수 : 8명

○발언건수 : 10건

□분야별발언내역

구 분
계 제144회정례회 제148회정례회

회 기 별 발 언 건 수

계

행 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10

2

3

1

1

3

5

1

1

1

2

5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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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o 우리생활과 아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수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먼저 철저한 하수도 준설로 주거 집지역과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 특히 상가

지역에는 빠뜨리지 말고 매년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여 냄새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수도 관리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관련 부서의

철저한 하수도 준설을 촉구함.

o 두번째로 하수도 맨홀 뚜껑을 악취 방지용으로 개체하는 방안으로 개인주택 앞은 물론

상가 집 지역, 특히 음식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체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인근 주민에 대한 지도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다면 하수도의 역겨운 악취 제거는 물론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있는 하수도 역류에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물질이 하수구

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좀더 길어지는

장점도 있을 것임.

김순호 의원 (제148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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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도로와 인도사이 통행인 보호시설물 관리 철저

o 우리 수성구의 학교 주변 도로와 인도사이 통행인 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작년 가을에 설치하 으나, 불과 9개월 지난 지금 총 43개의 시설물중 18개가 파손되

었음. 이를 방치하면 주민의 보행중 부상이 염려되고 미관상도 아주 좋지 않으므로 시설

물을 튼튼한 구조로 다시 시공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음.

o 현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하면 시설물이 근본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재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현장 방문을 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람.

이하일 의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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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위원회 조례제정 및 인사규정 실천 촉구

o 지난 4월에 우리 수성구의 동 단위로 구성된 희망나눔위원회에는 기존

동사무소 관변유관단체회원들이 상당수 많게는 50~60%까지 중복 참여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까 염려가 됨.

o 희망나눔위원회는 민·관이, 관·민이 긴 하게 협조하여 우리 이웃에 잠재되어 있는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와 연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예산이 약간 지원됨.

o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임의단체는 아니며 우리 수성구 자치법규에도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

조에도 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상

당수 생략 또는 순서가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림.

o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 의회구성원은 동급의 단체에서 관여나 간섭을 하지

마라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B동에서 15년을 살던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P동으로 갔다고 해서 본인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P동에서 위촉을 한

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수성구는 잘하고 계시는 걸

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보제한 규정은 지켜졌는지, 정실인사는 없었는지 등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함.

김범섭 의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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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좌안도로 조기착공과 경로당 개축 등 파동 관내 불편사항 건의

o 지금 파동에는 교통체증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으며, 파동 도심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면도로, 신천좌안도로까지휴일이나주말에는거의주차장을방불케하고있으므로市계획

발주사업인 파동 신천좌안도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부탁

o 파동에는 경로당이 2개가 있으나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 경로당으로서는 그 기능을 다

하 을 뿐아니라 주변환경도 대단히 열악하여 어르신들이 나가서 편안히 쉬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2개의 경로당을 개축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함.

o 우리 파동 동사무소가 대단히 협소하여 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하고자 해도 특별한 공간이

없으므로 파동동사무소 주변의 부지를 약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다목적 동사무소

신축이 첫째 희망사항이며, 두번째는 주차장만이라도 넓혀 주시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건의하고,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이 되면서 파동

파출소가 상동과 통합을 하고 그 파출소 부지가 사실상 비어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경찰청

과환지·교환방법으로그부지를활용할수있다면좋은방법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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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및 주민 의식 교육 강화

o 수성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전신주와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제4대 의회 때도 여러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2007년도 수성구 10대 시책목표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도시의 전면이 아무리 발전되고 보기 훌륭하다고 해도 이면도로가 지저분하다면

일등 명품도시로서의 값어치가 손상되리라 생각함.

o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년에 걸쳐 앞에서 행정기관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또 붙이고, 이러한 실태는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봄.

o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곳곳에 세워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식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림.

김 주 의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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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범물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지상화 문제점

o 지산·범물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지상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발 등 문제점에 대하여

말 드리고자 함. 

o 결론부터 말 드리면 대구시는 건설비 저렴, 공기단축 등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를 주장

하고 있으나 도심의 고가시설은 공해의 주범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되므로, 지하철

3호선은 지상화(모노레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o 시민여론 수렴의 문제로는 지난 5월 30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 할 목적이 아닌 대구시가 전면 지상화 방침을 정해 놓고 주민 설득

차원에서 연 통과의례에 불과했으며, 

o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건설로 인한 반사이익이 역세권 향으로 포지티브로 나타나 지가와

아파트, 주택가격이 상승하나, 지상화 모노레일의 경우에는 소음 등 향을받은인접아파트

등 일부에서는 네거티브로 작용하여 지가하락, 아파트가격 하락 등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를 보상할 대책이 별도 수립되거나, 피해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나 시민이

안중에도 없는 대구시 교통건설 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음.

o 끝으로 대구의 도시철도 건설이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보를 위하여 원만하게 건설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구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시에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최경훈 의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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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지원대책 등 관련규정 제정 촉구

o 경남 창녕군에서는 2003년부터 어려운 환경이지만 재주가 있고 공부

하고자 하는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장학재단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인 줄 알고 있으며, 또한 거창군에서는 2005년부터 장학재단지원조례를 제정

하여 장학금 100억 목표로 현재 50억원을 확보한 상태고, 인접 군위군에서도 군위군

출신 인재가 학비 등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생

에게 3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o 이제 우리 수성구도 거창군이나 창녕군과 같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지원대책 등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공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배풀어 주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o 빠른 시일내에 전국 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내용을 면 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인재

양성과 본 의원이 앞서 밝힌대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찾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의 새장을 열어 역동적인 명품 수성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금태남 의원 (제148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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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수성구의 구목, 구화, 구조의 홍보 방안 강화

o 명품 수성구는말로만전해지는것이아닌눈으로보여지고가슴으로느껴져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구목은

『은행나무』,  구화는『장미』,구조는『왜가리』임.

o 그러나 은행나무는 구청 정문에 두 그루가 있으나 구화인 장미는 보기가 힘들고 구조인

왜가리는 생태계 문제상 지금 수성구 어느 곳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중 구청 앞에만이라도 우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기업의 기부채납 등을 받아 세운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명품수성구가되지않겠나생각함. 따라서 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람.

정 순 의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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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008년도
○발언횟수 : 3회

○발언의원수 : 9명

○발언건수 : 9건

□분야별발언내역

구 분
계 제149회임시회 제150회임시회

회 기 별 발 언 건 수

계

행 정

문화체육

정보통신

민원·세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도시관리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9

2

2

2

3

1

1

3

1

1

1

제151회임시회

5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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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수성못 개발 제안

o 대구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주민의 욕구가 많은 우리 수성구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눈앞에 있어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수

성구가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관광자원을 개발하

여 이 기회에 관광지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뜻으로 우리 수

성못의 국제관광 자원화를 제안하고자 함.

o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성못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뭄과 홍수 때

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즈자키 린타로라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은 일본인의 잘못이라며 국경을 초월하여 신념과 노력으로 수성못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금년 4월 10일에는 이분의 타계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한·일 친선관계 사람들이

추도식을 가졌음. 이런 한·일 친선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대회도 빛내고 우리

구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것임.

o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일친선협회 협조아래 일본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한·

일의원연맹도 참석시키는 역사적 명문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의 숭

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당건립과 대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륵 김충선장군 사적지를 수

성유원지에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관광벨트화를 구체화함으로써 매년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들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면서 피로를

풀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원더풀 수성못 개발을 제안함.

이병욱 의원 (제15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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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대구시에 진달

o 지난 2007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고시에 의해 건축물 층수에 대한 관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그대로 두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 제한을 해지하여 예상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따라 제2종은 15층 이상으로, 제3종은 무제한으로 층수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불이익

을받고있다고 생각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역민들의 심정은이루말로써표현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o 더군다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5년마다 지정·고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그 이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더욱 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o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당 지역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구청장님의 확고

한 의지와 관계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 드리고 싶고, 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부

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달하여 주었으면 함.

정병열 의원 (제15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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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운 방안 제시

o 인사에 있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승진을 시키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의 직원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직원 모두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함. 

o 첫 번째로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해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한 후 승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o 두 번째로 모든 직원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선정,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여 근무불

만을 해소하는 방법,

o 세 번째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와 민원이 많은 부서에 많은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음.

o 오늘 본 의원이 두서 없이 근무하기 힘든 부서에 대한 인력관리 방안을 제안하 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에서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함.

김유태 의원 (제150회 임시회, 제15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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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o 최근 초등학교 주변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교내외를 수시 순찰하고, 학생들

은 방과 후 이동시에 2, 3명의 조를 편성하여 이동시키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동행이동

모습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

o 또한, 수성경찰서에서는 방범CCTV를 2005년 6대, 2006년 12대, 2007년 32대를 필요지

역에 실전 배치되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o 개개인의 안전망 구축에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

과를 볼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할 의무 및 책무사항이라 생각하

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우리 모두가 범죄 및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며,

o 아울러, 2008년 방범CCTV 지원예산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범죄 취

약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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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명칭변경 건의

o 주민 속에 푸른 공간으로 자리 한 수성못이 못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기능과는 무관한 저수지나 유수지와 같은 소규모의 농업시설 기능을 연상케 하며,

문으로도 못은‘Pond’ 호수는‘Lake’로 번역되고 있으나 우리 수성못은

‘Suseong Lake’혹은‘Pond’로 지도 및 지명, 상호 등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명소

수성못의 명칭을 이제는‘수성호수’나‘수성호’또는‘용지호수’나‘용지호’등

보다 새롭고 참신하게 관광도시에 걸맞는 브랜드로 바꿔 수성구민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함께 더 사랑하며 가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수성못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공공용물 명칭변경 심의나 아이디어 공모, 시민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판단됨. 

o 금년 여름에 개최되는 폭염축제부터 수성못 주변이 아닌“수성호수”또는“용지호수”의

호반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한 여름의 축제로 시작되기를

바람.

이동윤 의원 (제149회 임시회, 제151회 임시회)



복지시설운 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적 방안 제시

o 복지시설 운 에 대한 비리와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부연되는 것이 관리감독청의

관리능력과 사후처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살펴보면 개별복지법에서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우리 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각종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현재 업무주관 부서 책임하의 지도점검 성과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애로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o 그리하여 이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관리감독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 감사전담부서인 기획조정실 감사

담당을 통한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o 둘째, 구청간 교환감사 또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감사 등 전문화되고 입체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

o 셋째, 감사 및 지도점검과 조치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의 재발방지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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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관내 횟집의 비위생사항에 대한 홍보 및 점검 요망

o 지난 1월 11일 저녁 10시에 방 된「KBS 소비자 고발」이라는

방송내용에서 횟집 수족관 수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품과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이끼제거용 제초제를 사용해 물에 거품이 생기지 않고 이끼가 생기지 않

도록 한다는 내용과

o 관내 일부 횟집에서는 한번 사용한 행주와 물수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세탁을

할 때 일반 세탁에 쓰는 하이타이와 피존 그리고 옥시크린 등 강력한 세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 44만 수성구민의 건강이 염려됨. 

o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야할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문제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려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수성구민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명품수성구 건설이 될 것이라

생각됨.

김 주 의원 (제150회 임시회, 제15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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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리수거함의 위생문제

o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도 주민생활과 접한 관계가 있는 재활용 쓰레기

와 일반 생활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시정건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러 제도를 개선하여 운 의 묘를 기하고 있는 줄로 사료되나, 일부의

제도운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임.

o 세간에는 음식물 분리수거함 자체를 이름을 바꾸어‘세균함’이라고들 부르고 있

으며, 이를 뒷받침 하듯 실제로 모 언론기관에서 대구시내 각 구별로 음식물 수

거함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각종 세

균이 기준치 이상 수십 배에 이르는 균이 득실거리고 있어 분리수거함을 자주 이

용하는 가정주부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

o 앞으로 다가올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철에 꼭 점검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되

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 시에 일반세제만 사용하지 말고 각종 인체에

유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균을 소멸할 수 있는 약품을 함께 사용하여 세척하면

수성구민, 특히 주부님들의 건강문제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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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o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 소위‘새터민’에

대하여 우리 국가에서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또 3년에서 5년까지 선별을 해서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하기도 함.

o 또한 이분들은 우리 대구시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 수성구민으로서 작은 정성을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함.

o 왜냐하면 금년 5월까지 5개월 사이에 우리 수성구로 전입한 새터민은 7세대에 14명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또 의원님들이 이분들한테 조금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음.

o 다행히 범물1동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5월 30일 40명을 모시고 민주

평통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구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팔공산은 물론이고,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명소를 두루 관광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수성구민

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수성구에서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김범섭 의원 (제15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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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별위원회 활동

가. 특위구성
구성취지

1990년대 초 지산·범물택지개발 사업시행 당시 범안로 개설사업비로 지산·범물

지역 입주민이 234억을 부담하 음에도 불구하고 범안로 삼덕요금소를 설치하

여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지우는 것은 이중 부담시키는 부당한 행정이므

로이를바로잡아지역주민의소중한권리를되찾아주기위한제반활동을체계적

으로조사·처리하기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하 음.   

제4대 :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03. 10. 28 ~ 2006. 6. 30

제5대 :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2006. 11. 22 명칭변경)
시 기 : 2006. 11. 10

활동기간 : 2006. 11. 10 ~ 2008. 12. 31 (3차기간연장)

위 원 : 7명

•위원장 : 금태남의원
•간 사 : 김유태의원

•위 원 : 최경훈, 김범섭, 박실경, 정병열, 김숙자의원

나. 주요활동상황
주요활동상황요약

특위간담회 : 16회

주민설명회 : 9회 392명

현수막게첨 : 8개

구청장과의간담회 : 1회

주민대표와의간담회 : 1회

주민공청회참여인원 : 1회 450명

108ㅣ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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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궐기대회참여및지원 : 1회 400명

시의회방문 : 1회

대구경북연구원방문 : 1회

유사사례현장방문 : 2회 (광주제2순환도로, 이화령터널)

삼덕요금소폐지결의문채택 : 2회

활동기간연장 : 3회 18개월

일자별주요활동상황
■ 2006. 11. 22. 11:00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6명

주요내용

- 특위명칭변경

범안로삼덕요금소무료통행화→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

- 청원서작성제출(시의회)

- 주민설명회개최(관련지역통장회의시)

- 보도자료제공(위원회활동내용관련)

■ 2006. 12. 4. 11:00(주민설명회 개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7명전원참석

주민설명회

- 지산1동(14:00) - (2층회의실, 50여명참석)

- 지산2동(14:30) - (2층회의실, 50여명참석)

※삼덕요금소폐지주민서명용지동에배부

※진행순서

참석의원소개(동장또는사무장), 의장인사, 특위위원장설명순



110ㅣ의정활동

의/정/활/동

■ 2006. 12. 28(목) 16:00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7명전원참석

토의내용

- 1월중청원서시의회제출(특위위원참석)

(범물1,2동서명받아서함께)

- 현수막 4개제작게첨(문안별첨)

(신매네거리,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관계삼거리) 

- 주민설명회개최(당일 11시에행자위실모임)

(1. 5 14:00 범물1동, 1. 5 14:30 범물2동)

※현수막안

대구광역시는삼덕요금소폐지하라

- 수성구의회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 - 

주민부담금으로개설된삼덕요금소폐지하라

- 수성구의회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 -

※대구시예산관련

당초 85억 중 상반기에 필요한 30억만 편성하고 55억원 삭감하되 용역비 5천

만원계상하여폐지여부용역결정(이동희의원)

■ 2007. 1. 5(금) 11:00(주민설명회 개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7명참석

토의내용

- 범물2동(14시), 범물1동(15시) 주민설명회계획

- 오찬(용지봉식당)후주민설명회참가

- 범물2동(14시)

- 범물1동(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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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 19(금) 11:00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6명참석

토의내용

- 청원서문안확정

- 1. 24. 대구시의회제출

이동희의원연락(위원장), 11시쯤방문오찬예정

시국장, 과장참석

- 현수막게첨(청원서제출즈음)

- 두산동주민설명회(2/5일구청장방문후실시)

2. 5. 16:20분경동사무소도착

- 고산1,2,3동은주민설명회생략

- 오찬(홍은횟집)

■ 2007. 1. 24(수) 10:30 (청원서 제출)

참 석 : 7명전원참석

청원서명인원 : 29,307명

내 용

- 행정자치위원회실회의후시의회로출발

- 11:00 교사위원회실방문

이동희범안로운 조사특위위원장만나청원서제출및면담

- 시의회의장(장경훈)실방문

청원서제출및면담

- 기자실홍보협조

- 오찬(온돌방)

- 이동희위원장주관

시특위위원참가(권기일, 이경호, 서구김의식, 정순천등)

- 현수막게첨(1/23)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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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 5(월) 16:10(주민설명회 개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6명참석

토의내용

- 두산동주민설명회개최(16:40)

주민 15명참석

■ 2007. 2. 14(수) - 활동상황 및 폐지결의문 채택

장 소 : 본회의장(제141회임시회)

참 석 : 의원전원

내 용

- 활동상황및결의문채택(위원장낭독)

■ 2007. 4. 3(화) 14:00(주민설명회 개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참 석 : 5명참석

토의내용

- 파동주민설명회개최(27명)

■ 2007. 6. 21(목) 11:00(활동기간연장 및 위원 재구성 간담회)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5명참석

토의내용

- 활동기간연장(6개월) 관련본회의보고

- 위원및임원은현행대로구성

- 현수막추가게첨(요금소좌우, 지산, 범물동등 4개)

- 용역업체청원내용통보

- 수성소식지홍보

- 주민공청회시전위원참석폐지당위성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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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22(목) 11:00(기간연장 및 위원 구성건 보고)

장 소 : 3층제1회의실(전체의원간담회)

참 석 : 의원전원

토의내용

- 활동기간연장및위원재구성건에대해설명

6. 21 특위간담회내용보고

■ 2007. 6. 25(월) 11:00(제144회 본회의)

장 소 : 본회의장

참 석 : 전체의원

토의내용

- 활동기간 6개월연장건상정통과(2007. 12. 31까지)

- 그간의활동상황및향후계획별도설명(금태남위원장)

■ 2007. 7. 5(목) 14:00(구청장과 간담회)

장 소 : 제1회의실

참 석 : 위원전원

토의내용

- 수성소식지홍보

- 주민공청회시현수막어깨띠제작활동

- 공청회전광주방문(건설과장함께)

- 전문기관자문등검토(도시국장)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최대한도움

활동방향이다를뿐이지집행부에서도다각도로노력하고있음.

■ 2007. 7. 19(목) 대구경북연구원 통보

대구시로부터범안로운 전반에대한용역을받은

대구경북연구원에청원서내용통보및전화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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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0(금) 홍보현수막 게첨(4개)

장 소 : 요금소좌우편, 관계삼거리, 동아스포츠앞게시대

■ 2007. 7. 24(화) 광주광역시 견학

장 소 : 광주광역시청(도로과), 제2순환도로

참 석 : 위원 6, 직원2, 건설과한병수

내용

- 광주제2순환도로운 실태

- 제2순환도로현장

■ 2007. 7. 27(금) 문경 이화령터널 요금소

장 소 : 새재개발(주), 이화령터널

참 석 : 위원 5, 직원2, 도로계장

내 용

- 이화령터널조성및건교부반납경위

- 터널현장

■ 2007. 8. 7(화) 간담회 개회

장 소 : 양수비금경연화백예술관

참 석 : 위원 7명

내 용

- 비교견학후향후대책정비

- 대구시주관공청회대비토의

■ 2007. 8. 17(금) 공청회 대비 간담회 개최

장 소 : 위원회실

참 석 : 위원 7명

내 용 : 8. 23 공청회대비준비사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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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450명) - 지산1,2 범물1,2 파동, 두산동, 고산1,2,3
- 어깨띠 100개, 현수막 1개, 팜플렛 500매
- 구청홈페이지게재, 관련공무원참석

■ 2007. 8. 23(목) 15:30-18:00 공청회 개최(시의회 주관)
장 소 : 교통연수원
참 석 : 500명정도
내 용 : 범안로의합리적인운 방안
- 금태남위원장패널참석폐지당위성설명
- 구청장참석폐지주장

■ 2007. 10. 9(화) 대구경북연구원 방문
참 석 : 위원 6명
내 용 : 폐지당위성자료제출후설명
- 연구원(3명) 측 : 거시적인안목에서검토

■ 2007. 11. 21(수) 간담회 개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위원 6명
내 용 : 12. 4 주민궐기대회참여및지원
- 참여인원 : 400명(지산, 범물, 고산, 파동, 두산동)
- 현수막 6개, 팜플렛 500매, 어깨띠 100개
※참여인원은자치행정과협조

■ 2007. 11. 23(금)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장 소 : 2층회의실
참 석 : 위원 7명과주민대표정기조씨외 6명
내 용 : 12. 4 주민궐기대회참여및지원
-  현수막 6개, 팜플렛 500매, 어깨띠 100개
※대통령선거일임박으로행사장엔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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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2. 21(금) 간담회 개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위원 7명

내 용 : 활동기간연장보고서작성및임원선출

- 현임원그대로하기로결정

■ 2007. 12. 26(수) 활동기간 연장결의

장 소 : 4층본회의장

참 석 : 전체의원

내 용 : 활동보고및기간연장결의

■ 2008. 1. 18(금) 간담회 개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5명

내 용

- 2008년도활동계획작성

- 시청원회시독촉관련

■ 2008. 3. 12(수) 간담회 개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전체위원 7명

내 용

- 시의회청원처리진행사항보고

- 범안로민자도로사업분석용역결과요약보고

- 관련시설물견학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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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6. 16(월) 간담회 개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참 석 : 전체위원 7명

내 용

-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재구성에관한

본회의승인건협의

- 시의회청원처리진행사항보고

-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

다. 향후계획
1. 활동기간연장검토

연장기간 : 6개월정도 (2009. 6. 30까지)

사 유

·특위활동목적미달성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청원 : 시수용불가

·범안로삼덕요금소폐지시까지본위원회존속필요

·주민홍보강화및적극적인추진대책강구

2. 창원터널견학계획
장 소 : 경남창원시불모산동산99-1 창원터널

참 여 : 10명 (특위위원전원, 전문위원및직원 2명)

3. 간담회등개최
삼덕요금소폐지주민대표와의간담회개최검토

- 시 기 : 2009. 상반기중

·삼덕요금소폐지당위성설명

·요금소폐지여론확산및행동통일여부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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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간담회개최

- 시 기 : 월 1회

- 내 용

·활동계획토의및실천

주민설명회개최

- 내 용

·삼덕요금소폐지당위성설명

·요금소폐지여론확산

·우회도로개통등특위목적달성을위한방안강구

의/정/활/동

범안로특별위원회시의회방문(2007. 1. 24)



1. 의원논단

2. 의원소고

논단및소고

논단 및 소고ㅣ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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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앞에서 말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공포증이 있다.

구체적으로 언어 공포증, 연단 공포증, 대인 공포증이다.

타고난재능이나특별한교육을받은적이없는보통사람들은누구나이런공포증을가지고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 차이에서 크게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은 말의 문화권이며, 동양은 의 문화권이다.

서양은 기원전부터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 때부터 기후가 온화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분수가 있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이 특별한 청중에 대한 전달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기술을 연마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상과 주장을 갈파했다.

우리 동양은 그와 반대의 문화권 속에 살아왔다.

예로부터동양은 의문화권으로 을잘짓고써야만이사람으로서대우가달라졌다.

다시말하면우리몸속에이미말을잘하지못하는유전인자가대부분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구한말부터 서양문물과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공원에서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대중적 연설을 하고 듣는 기회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가 해방

이후 민주교육이 들어오면서 말하기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대중스피치가 보통사람에게도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포증을 해소하고 여러 사람 앞에 자신 있고 명쾌하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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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작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수원대 교수로 있는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을 역임한 전 우 교수의 국어 화법론에

보면 작은 경험의 성공도 언어에 대한 성공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인식되어 다음 언어

활동에 자신감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수를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가까운 친구, 후배, 가족 등 몇몇이라도

복수 이상의 인원을 두고 신문사설을 큰 소리로 읽어도 좋고,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도 좋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작은

기회를 자주 만들어 작은 성취감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문장을 많이 접해야 한다.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명문장을 골라 반복해서 낭독하고 내용은 가급적 자기 신분과

생활에 맞는 내용을 골라 연습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연습시 거울을 보고 서서 연습할 것과 가능하면 비디오 촬 을 하여 스스로

교정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원고 연습시 반복 연습하면서 문단을 나누어 문단 서두만 보고 조금 틀리더라도 보지

않고 연습하는 방법이 또한 효과적이다.

웅변을 통해 스피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100개 정도의 원고를 완전히 암기하여 각종 발표회나 대회를 통해

발표하여 박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나 실수를 반복하면서 실력을 쌓게 되어 있다.

본인 스스로 나도 하면 된다는 확고한 자신감 속에 작고 쉬운 방법부터 꾸준히 하면

어느 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피치 문제는 왕도가 없으며 본인의 연습한 양만큼 나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2ㅣ의원 논단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

새롭게 출발한 지방자치 18년의 역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의회는 그간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기여를 했으나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아직도 먼 곳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과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는 법률과

제도도 있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방의회 운 이나 지방의원들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정치권력의 분권 의지와도 중요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생각, 의지, 철학, 책임성,

시대정신, 애향심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냉엄한 현실이다.

변화를 이끌 공격적 리더십이 있어야 미래를 향한 꿈을 현실 시킬 수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방의 변화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47개의 도도부현을 12개로 묶는 지역주권형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집권형으로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생각이다.

위기의 지방의회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등 주민참여제도는 이제 제도나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다.

김경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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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권리침해 시 조직화하고 행동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문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방의정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민선

단체장은 민선을 이유로 지방보다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의회

보다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 직접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와 지방의정성과공표제도 도입 추진 등은

지방의정활동의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어떤 관심과 참여와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에 앞서 주민들의 책임과 역할 또한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대한 자치교육 그것도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는 유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급수준결정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과 논쟁의 벽에 부딪혔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급제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이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의정활성화

에 기여코자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 의원정수를 줄이고 중선거구제도와 정당공천제도,

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권력의 독점적이고도 이기적 욕심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와는 거리가 먼 곳에 머무르고 있다. 

의정비의 적정 지급수준은 얼마인가?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지급수준은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정비의 적정수준은 새로운 인재의 참여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지방의정활동 활성화로 이어지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논쟁이 뜨거운 것이기도 하다.

의정비용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제도이며 그 책정기준은 지방의원인 사람을 기준

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원이 하고 있는 일,즉 직무활동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끊임없이 전문화 세분화 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도전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사업별예산제도,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실시, 특별지방

행정기관정비,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 등은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다. 주민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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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중선거구제도입, 의원정수감축 등과 관계없이 의정기반에는 변화

의 요인이 없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이 장악

하고 있어 사무직원들이 소신있는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인력은 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소속공무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의지로 지방의회의 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거기에 걸 맞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는 어렵다.

동사무소의 통폐합, 주민들의 문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증대, 기초,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통폐합, 행정제도개혁 움직임 등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이나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에 적극 알리고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바른 위상을 위하여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기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의 바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 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선거를 법률에 위임할 경우 간접선거도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의원선거는 주민

직접선거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헌법상 위상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규정을 보자.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제3항

-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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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47조

- 지방의 국정참여제도화, 답변의무화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지방자치권 확대보장, 창의적 자율권 확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제1항

- 지방의원정수 10인 이상인 군지역에 사무국 설치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의회 사무국장, 과장의 직급개선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조정 및 채용기준 강화, 정책기능 강화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의정 연수원 건립,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제3항

- 지방의정성과공표제 개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55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내부혁신과 전문성 강화이다. 지방의원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지역행사 등과 관

련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바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원의 설립운 , 각종 세미나, 연수회, 워크숍,

토론회 등에 지방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서야 한다. 지역행사 참여가

의정활동 전부일 수 없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활동 활성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는 노력과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바른 위상은 의회구성원들의 몫이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읽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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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하여 보다 멀리

여기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가트랜드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78세의 존나이스 빗의

충고를 들여다 보자. 

“세계 경 의 가장 큰 트랜드는 로벌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이 로벌화에 성공하려면 중앙정부는 비켜줘야 한다. 중국의 성공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 간 원활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가지 만 더 소개하자. 

1961. 6. 20. 희망의 상징인 미국의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여러분의 조국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문해보라”

그렇다. 지금 지방의회가 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방자치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고통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큰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멀리 큰 그림으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 역할을 확대하는 희생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변화와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외형적 개혁이 아니라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며 그렇게 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기적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가지라도 더 가지려는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위상은 그 지역사회와 그 지역주민들의 위상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방을 믿고 존중해야 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만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의원 논단ㅣ127

금태남 의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고호소했다. 널리알려진연설이다.

오늘날 미국 국민들에게 제일 보람된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의용소방대'라고

답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희생·봉사 정신이 봉사활동 중에서도

제일보람된봉사활동임을말해준다.

지난해태안반도에서사상초유의기름유출사건이발생했다. 어민들의재산적·정신적피해

및 고통은 물론, 막대한 지역적·자연적·국가적 피해가 발생해 온 나라를 충격 속으로 몰아

넣은가운데, 요원의불길처럼일어난자원봉사물결은또한번국민을놀라게했다.

사고현장과의거리와위험성에도아랑곳하지않고전국방방곡곡의도시와농천에서남녀노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태안반도로 몰려들어 기름띠를 제거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기름을

대야로, 수건으로, 호미로 끌어내고 닦으며 흔적을 지우려는 모습은 선진국의 일등국민을

무색케할정도 다. 국민스스로자부심을갖게해주는모습이라생각한다.

우리선조중성리학의대가이신이황선생께서는일찍이더불어살아가는방법을큰덕목으로

가르치고있다. 

자조·협동 정신이 담긴 '두레'나 '품앗이'등이 그것이다. 환란을 당한 이웃을 돕거나 농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웃과 마을간에 자발적 봉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지혜

금태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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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밝혀주셨다. 오늘의우리에게도여전히유용한, 소중한가르침이아닐수가없다.

이제 우리는주변에자원봉사자의물결이넘침으로써모두가더불어살아갈줄아는지혜를

본격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각급 자치단체별 자원봉사센터와 종합복지관,

보건소 등의 수많은 자원봉사단이 행정당국이 못다 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의 힘으로 채우며

균형을잡아가고있다.

그러나현재상태는좀더개선하고변화시켜야할문제점을안고있다. 필자지인중한주부는

"온종일몸을혹사하며봉사를하고싶다"고해서무료급식소밥그릇닦는일을안내해준적이

있다. 어떤분은매일오전에 3시간씩, 또다른어떤분은매일오후에 4시간정도이웃을위해

봉사를하고싶다고했다.

지역별·분야별로 주민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잠재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거대한

자산이될것이다. 

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자원봉사희망자를유형별·5기간별로총체적접수를하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적정배분한다면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희망자로부터

하루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봉사자의 뜻에 따라 접수하고, 봉사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를

유형별·시간별로파악해서적절하게배분·활용할수있는조직체계를갖추면좋을것이다.

예를들면자치단체별자원봉사본부를설치하고, 구·군·읍·면·동별자원봉사자와수혜대상자

를접수해적재적소에봉사인력을배분한다면외롭고어려운이웃에큰힘이될것으로본다.

또한고령화시대를맞아누구나노령에는수혜자가될것을감안하는한편, 봉사자의보람과

인정감을 주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활동한 자원봉사만큼 남들의 봉사를 받을 권리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베푸는 봉사자의

즐거움과 혜택을 받는 이의 고마움이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것이다.

이제국가가우리에게무엇을해주도록기다리기만하며원망하지말고, 내가이웃과지역을

위해어떤봉사를할것인가를생각할시대가왔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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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의원

올해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어느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 다. 전 세계가 흔들릴

정도의힘든상태에서우리국민은용하게도잘견디어나가고있다. 국민모두의행복과안정된

삶의질을높일수있는기회가지난대선을치루고선진국의 규범을받아들이는문제의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국민모두에게중요하지않을수가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착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지방자치 5기에 접어들어 지방 분권의 중요성은

새삼인식해야하며자치권정착이제대로안되는요인들도되짚어봐야한다.

정치적요인외에도지역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중앙정부의후속노력이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는 기득권에 안주해 지방화 시대를 열려는 성실성이 아직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제, 지방의회도나름대로노력하고있으나그렇게할수있는부분이너무나제한되어있다.

그 중에서도지방자치실현의중요한저해요인은시민의참여부족이다. 즉, 투표에참여할때는

너무나 저조한 비율로 내 몰라 하다가 막상 당선자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비협조적인

형태가일어나곤한다.

주택, 교통, 세금, 복지, 시민건강,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주민권익보호, 의식구조등폭넓은참여, 여론수렴등을공청회, 간담회, 만남의장을만듦

으로써 자치지구의 문제점을 내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할 때면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족공동체) (우리)라는의식이싹틀수있으므로올해는좀더성숙한모습으로거듭날수

있는지방자치의원년이되기를바라며, 믿음신뢰를바탕으로한건강한사회가되기를바라면서

을맺는다.

정 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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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기초의원으로 최다득표를 얻어 당선이 되었을 때 대구
수성구의회의의원수 31명중무투표로여성이 1명이고저와 2명이었다.

정말 기적을이루어낸것이었다. 모두들 국민들의반이여성이기때문에여성도되어야된다고

말은했지만, 막상선거철이되면마치여성을이방인취급을한것이사실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후보 6명과함께경선을했는데전국최다득표를할정도로많은성원을

받았다. 그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 다. 그때 당시 여성이 정치를 하면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여성이 없었다. 그럼 10년이 넘은 지금 어떠한가. 그때 당시만 하여도 국회의원의

공약은여성할당제, 20%~ 30% 선을넘어야된다고말은했지만아무도자기를포기하고여성을

추전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더욱 힘들게 지방에서 여성이 당선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는 신문마다 방송마다“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사회 진출”이라는

타이틀이 도배를 해왔다. 전 세계의 여성사회 참여 비율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치루고 난 후 중앙정부에서“비례대표”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을 1번으로하는것으로하 다.

지금은 그나마 지방자치 의원의 비례대표 1번이 여성이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도 한 두 명의

여성의원을볼수가있다. 그러면이것이과연우리여성들이바라는정치참여확대에만족하는가.

분명히수요가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공천이란벽을뚫지는못한것같고아직도여성에주어질

때는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여성들이 두 팔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뛰어들지

못하고조금은움추린자세로중앙정부의처신만바라고있는실정이다.

이제 2010년이 되면 4대 지방선거가 또 실시가 된다. 이런 체제로 간다면 또 공천이라는 큰

장벽이앞을가려서여성의정치참여가힘들것임에분명하다. 다시한번중앙정부에부탁드리고

싶다. 지방자치는작은살림살이다. 섬세하게여성이할수있는부분이너무나많이있다. 

더 능력있는여성을많이배출해서지방자치가좀더활성화되도록도와주시면감사하겠다.

끝으로이제세계는하나다. 세계속의한국, 한국의여성이좀더빛을발할수있도록“여성정치

참여확대”를적극기대하면서능력있는많은여성들의정치참여를부탁하면서이 을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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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의 세시풍속인 당제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례로 자연과의 친화와 이웃간의

결속을다지는역할을해왔으나 1990년대초범물동자연부락이신도시로개발됨에따라이행사

가중지되었다.

당제가열리는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대구시에서거수목보호수로지정이되었으며, 2003년

11월에 대구시에서 토지를 매입 하 고, 사유 재산권 행사로 효열 성주 배씨 지려비가 범물1동

산 191번지소재체육공원으로옮긴것을수성구청에서 2004년 4월 5일청명한식날원래모셨던

현위치에복원하면서유서깊은마을상징물로부각되었으며당제를마을의평안을기원하는연례

행사를하기에이르고있다.

이행사는사회적으로나교육적으로시사하는바가크기에마을의평안은물론젊은이들이이를

본받는계기가되고앞으로계속발전되기를기원한다.

이행사의특이한점은효열 양박후성처성주배씨지려비를이전복원하여향사를같이모시고

있으며, 주민들은 고층아파트만 집

된 도심지에 당제와 함께 효행과 열행

을 기리는 정려비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복원 향사 및 당제를 만들고 유지 계

승을범물동박실경의원이맡고있다.

당제
박실경 의원

음력 정월 16일 당제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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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과 그 주변은 갈수록 대구의 명소로 바뀌고 있다. 수성못을 중심으로 유원지가 조

성되고넓었던수성들은먹거리지역으로변했다.

특히 수성못 주변은 포장마차가 말끔히 정리되고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잔디와 낙락장송을

심어쾌적한공원으로변모했다.

야외공연무대와체력단련시설등도갖추었고, 산책길에는나무숲터널속쉼터가마련돼있

는데다못에는오리떼가정겹게놀고있다.

도심에서 건강을 단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지가 수성못이다. 아침 일찍 나가 보면

동쪽 벤치에서 노신사가 연주하는 트럼펫 음률이 호반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잉어떼에게 먹이

를주는정겨운모습도산책의걸음을멈추게하는평화로운정경이다.

저녁이면 파동지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삼삼오오 못둑 한켠에 자리를 깔고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청소년들은 신세대춤을 추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도한다.

대구가 낳은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선생은 수성못둑에 서서 수성들 보리밭을 바라보고 '빼앗

긴들에도봄은오는가'라는시를읊으며울분을토해내기도했다.

도심 속 명소인 수성못을 수성구민은 물론 모든 시민과 타지역 관광객들이 더욱 즐겨 찾는

곳으로가꾸어야할것이다. 

금태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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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욕심을 내어 후세에 물려줄 역사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이상화 선생의 시비도 세우

고, 호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도 만들면 좋겠다. 대구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았다는

이곳에 프랑스의 에펠탑 같은 상징탑도 건립하고,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과 같이 미술학도들

이그림을그리고문학도는 을쓰는공간도마련하면더욱멋진명소가될것이다.

그래서 수성못 주변을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해 수성구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의 긍지를 높이

고, 질높은삶의꿈을 게하는곳이되도록했으면좋겠다.

금태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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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혼자서는살수가없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삶의

수레바퀴를맞물리며살아가고있다. 

하지만, 이렇게서로공존하며살아하는데는일정한질서가있어야한다. 세상을살아가면서

자신만의이익과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면삶의질서는파괴될

것이고, ‘우리’라는공동체는무너지게될것이다.

그렇다면우리가삶의질서를지키기위해선어떻게해야할까? 

우선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우리’라는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한다.  

사람과사람의만남에있어어떠한만남도소중하지않은것은없다. 보물보다더귀한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건네는‘말’이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듯 중요한‘말’을

예의를지켜가며서로건네고, 또한다른사람에게자신이한말을지키는‘언행일치’를보여줄때,

서로에대한신뢰가쌓이게되고, 이러한신뢰속에삶의질서가지켜진다. 

그리고, 우리의삶의질서를지키기위해선남을위한자신의희생과봉사가있어야한다. 

내가 사는 범어1동 새마을 회장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고물을 발견하면 그의 자동차에

고물, 헌옷, 신문등을실어나른다. 고물실어나르기는200여명의새마을회원들도동참했는데,

김숙자 의원



새마을 회장과 그 회원들이 수집한 고물, 헌옷 등을 판매한 대금으로 수지침, 한방, 보건소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노인분들께 고혈압, 당뇨, 피검사를 해 주었다. 그리고 새마을 회원 중

한분이미용사 는데, 그분은많은노인분들의이발봉사를해주셨다. 

나는 새마을 회장과 회원들의 이 봉사 활동을 보면서 남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다.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일이었다. 봉사와헌신이란큰돈을내서다른사람을도와준다고생각하면아무나할수

없는일이지만, 내 몸의수고로움을통해다른이들를도와준다고생각하면누구나할수있는

일이었던것이다. 이일련의일들을보면서나는‘진정한의미의봉사와헌신이란게이런것이구나’

하는생각을했다.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삶의 진리를 자제하면서 말을 통한 언행일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주위의모든사람을대한다면인간은어떠한난관도극복할수있는위대한힘이솟아날

것이며, 서로간의관계속에서양보하고배려하는미덕이온세상에만연할때세상은향기로운

빛을발할것이다.

김숙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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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새해모두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십시오.

정말세월이너무나빨리지나잠깐쉴틈도없이흘러온것같습니다. 제가처음2대의원이되어

의정활동을한지가어언 10년이훌쩍넘었습니다.

2대 때 제가 약속했던 작은 공약들이 지금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교육의

장으로 또는 쉼터로 운 되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 벅차고 힘이 생기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픈마음, 시린손, 보듬는 원한꿈나무의희망”(수성구청소년수련관상담실장)

꿈이있고희망이있고마음껏뛸수있는공간이바로“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1995년도에는우리수성구의 원한희망사항이었던청소년수련관을공약사업으로하고수성구

의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에 힘이 되었지요. 1996년 완공해서 그곳에 청소년 전문

지도사자격증을가진저와무료봉사로상담을하게되었어요.  꿈같은역사가이루어진것입니다.

“여성상담분야의산증인, 눈빛만보아도이해, 청소년의 원한언니, 누나”

대구·경북 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성교육, 왕따,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는 눈물로

1987년 국비생으로 청소년 상담특별 전문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당당히

지도자자격증을가진저는 20년이넘도록힘든청소년이있다면어디라도달려가서만날수있는

정 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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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정 순이가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는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육아

보육사, 레크레이션, 꽃꽂이등을원활히해내면서지금은의젓한사회복지학석사가되었지요.

지금에와서제5대수성구의회에입성을했습니다. 그렇다고지방자치에특별히, 중앙정부에서

해방된 것 없지만 그래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문제는

그래도많이는향상되었다고봅니다.

우리구청전체예산집행중복지예산이많이편성되고있습니다. 물론국·시비가많이책정되어

내려오지만 아직도 청소년 문제는 너무 광의적으로 문제를 제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좀더

구체적이고섬세하게했으면하는바람은오늘도변함이없습니다.

큰 나무가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 병이 드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 사회가 좀더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나무를 잘 키우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아야하며, 아름다운눈빛이반짝여야합니다.

부모의거울이자식이다. 힘든가요?

우리청소년들문제는모든책임이우리기성인들즉, 부모님들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보지

않아야될것도우리가보여주었고듣지말아야될것도우리가들려주었습니다. 그책임을우리는

누구의탓으로생각말고끝까지책임을통감하고지켜주어야 합니다.

세월이아무리약이라고하여도우리는교육을무시해서는안되지요. 청소년교육은점차적으로

더발전시켜서우리가행복이무엇이고어디에서오는지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많고깊이

있는뜻을어떻게 로다표현할수는없지만이세상모든 공간이어머니의마음같이따뜻하고

정직하다면안될것이없다고생각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의 어린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맘 때쯤이면 윗옷을

겹겹이입혀주시고추위에 움추릴까봐혹여손발이시려올까봐따뜻한입김을불어주시던자상

하신 어머니, 꽁꽁 얼어붙은 그 모든 것을 눈 녹듯 삽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시골집

의원 소고ㅣ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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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아랫목이었지요. 정말그작은방그곳에는안되는것이없고없는것이없지요.

우리의그작은공간은여러남매가태어나는산실이기도하 고, 뛰어노는운동장이기도하 고

공부하는교실도되고그공간에서“효와사랑”을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방 아랫목에 깔려 있는 적당히 이불깃에 때도 묻어 있는

조그마한“목화솜이불”입니다.

지금바로이계절이되어이웃손님이방문하시면제일먼저인사말이“어서들어와”이불밑에

발을넣고손을녹이라고하면때묻은이불한자락을들어주는우리어머니들의“목화솜사랑”이

그인심이가슴속깊이따뜻하게전달되어지고우리모두는각박한오늘날에도세상없는오해와

갈등, 미움도 아랫목 이불 밑에 발과 손을 넣는 순간 모두가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비워둘것입니다.

저는지금도변함없는청소년문제를여생을다하는날까지 소홀함이없도록힘쓸것입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부탁드린다면 이렇게 큰 문제를, 청소년국이 언제든지 다른 부서에 예속

되어야 빛 좋은 개살구보다 보고만 있어도 국력이 생기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 하는 청소년부를

만들어서소신있는행정을한번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저 또한작지만저여생을마치는그날까지목화솜처럼따뜻한청소년의지도자로 원히변함

없이노력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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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성구 문화유산 및 자랑거리
□유형·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기념물

□유적과유물

□유서깊은나무

□전설과민담

□유서깊은유산물

□경승지

4. 수성구 관광안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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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과 인터넷의 의회관
□언론에비친의회

최태욱기자

2006년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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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2006년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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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기자

2007년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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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범안로 특위'는
2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지
산동 교통연수원에서 범안로
의합리적운 방인에관한공
청회를개최하고, 대구시가적
극적으로 범안로문제를 해결
하라고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
산·범물동 주민 300여명은 '
범안로 민자도로 삼덕요금소
폐지'를강하게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
두대구대교수는 "민간투자사
업으로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
러난범안로문제해결을위해
서는 4가지 합리적인 운 방
안이 있다"면서 "대구시가 일
부 또는 전 구간을 매입하거
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상 통
행량으로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한 보전비율을 협상을 통해
낮추고, 경 효율화를 통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
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호 대구
시의원도 "범안로민자도로통
행량이 당초 계획통행량의 3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막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다"
며 "행정의 신뢰성 실추 및 재
정부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매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가한 이진복 공인
회계사는 민간사업자인 대구
동부순환도로<주>의 회계상태
에 대해 "지속적인 결손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대
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로는 국
고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하
는데한계가있다"고밝혔다.
금태남 수성구의원은 토론에
서 "지산·범물동 입주민들은
택지개발 때 이미 234억원의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셈인데,
범안로 통행료를 다시 부담하
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했다.

강경덕 대구시 건설방재국장
은 "4차순환로 미연결구간인
범물~상인간 앞산관통 민자
도로와 건교부에서 기획예산
처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안
심~지천 구간이 건설되는
2016년 이후에는범안로이용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
대구경북연구원의 범안로 사
업분석결과가 12월쯤 나오는
만큼 그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류병윤객원기자

2007년8월24일

23일 오후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범안로의 합리적 운 방안 모색을 위
한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삼덕요금소 폐지 어깨띠를 두르고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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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원들이 아주
특별한교육을받았다. 
3일 수성구의회 2층 회의실
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수성구의회는대구에서새로운
기초의원상을 선보이겠다며
서비스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의를 들었다. 바쁜
대선 운동 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한
강의 다. 
수성구의회 김경동 의장은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
하지만 표정이나 화법 등을
제대로구사하는기초의원들은
많지 않다"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일깨우기위해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이미지메이킹교육을받기는
수성구의회가처음이다. 
열림커뮤니케이션 이미란
대표(38)가 수성구의원들을
상대로 표정과 화법, 인사,
매너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전수했다. 
수성구의원들의 반응은 폭
발적이었다. 스스로의이미지

를 새롭게 가꾸기 위해 이
대표의 주문에 성실히 응했다.
손으로 눈썹을 치켜올리기도
하고, 볼을두드리는 등 권위와
위엄을 벗어던지고 '낮은
자세'로주민들에게다가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수성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은 "교육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기초의원
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
교육을 오랜만에 받아봤다"
고 밝혔다. 이수산 의원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정치
인인 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주민이나 공무원
들을 대할 때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수성구의원들과 함께 특강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호평을
보냈다. 
수성구 의회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의
표정이 늘 딱딱하게 굳어
있다"며 "의원들의밝은모습이
보기좋다"고웃었다. 

수성구의원들은 교육을
마치면서 실천을 다짐했다.
김경동의장은"5일부터열리는
정기회의를앞두고좋은공부가
됐다"며 "단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해
달라진수성구의회가되겠다"
고강조했다.

조진범기자

2007년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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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기자

2007년6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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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기자

2006년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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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기자

2008년6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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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동 롯데캐슬 입주예정자 입니다. 황금주공을 재건축하면서 최초 시공사인
H사에서 롯데건설과 화성으로 바뀌며 시공사는 용산동 롯데캐슬보다 30% 업그래이드 시켜준다
고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업그래이드는 되었는지?? 분양당시 대구에서 최고의 분양
가로서 수성구청에서는 알고 있겠죠?? 현재보면 감독관청인 수성구청과 의회에서는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위치인데 지금 어떻하고 있는지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민심에 귀를 귀울 는지?? 민
원을 재기하면 앵무새 일색이고.. 입주예정자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수성구의 5%의 주민이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민원을 신청하면 검토를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이나 의원님
들 선거철만 되면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머리를 숙이다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렇했는지 뒤도
않보는 것같군요. 앞으로 주민소환제도 생기면 소환도주민들은 생각하겠죠
현재 입주민들은 몇가지를 민원을 신청합니다.
첫째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설치요
둘째는 건물의 화강석마감
셋째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설치반대
넷째는 고압철탑지중화등등
이러한 사항은 입주민으로서 분양당시 대구최고의 분양가에 합당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수성구청장님과 의원님들 민원에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아파트는 약2만명의 입주민이면 의원도 배출시킬수 있겠죠

황금네거리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결사 반대합니다.
누굴 위한 지하차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하려면 남북으로 해야지
동서로 하는 이유를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유를밝혀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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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월동에 사는 한평범한 대구시민입니다..
당연히 주소도대구.. 세금도 대구 수성구에 납부하고 있구요...
당연히 대구시에서 건축허가가 났으니깐 아파트가 지어졌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살기좋게 길도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근데 입주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희동네 주민들은 경산땅으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당
연히 길이 없으니깐 말입니다..아님 경산으로 편입하여 경산시민으로 세금내고 한다면 얘기는 다
르겠지요..
입주할 당시 조만간에 철길을 지날수 있는 육교나 아님 지하도가 생긴다더니 아직도 깜깜 무소식
에 정말 너무하더군요.. 차가 없는 사람은 5분이면 갈수있는 길을 아직도 15분에서 20여분을 돌
아 다녀야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아마 높으신 분들이 저희 동네에 사셨다면 벌써 길도 닦고 육교도 건설하고 다했겠지요. 없이 사
는 사람이니 오랬동안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너무나도 화가 치 어 오릅니다... 을 올리면서도 화가납니다..
시민들의 안의는 상관없이 또교회가 올라간다고 행정공고가 붙여져 있더군요..
정작 시민이 바라는 것이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때만 되서한표 얻으려고 생생내는 그런분위기는 이제 없어져야 겠죠...
빠르고 신속한 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회 산업위원장 심재학 의원입니다.
수성구 들안길축제에 춘천 향토음식인 춘천닭갈비 업체의 참가와 더불어
축제가 성황리에 마침에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의회의원들과 춘천자원봉사자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 프로그램과 운 에 애쓰신 구청장님과 김 수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일사분란한 모습, 구민들의 참여열기를 배워 왔습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춘천이 되도록 더욱노력함을 다짐하여 봅니다.
수성구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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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발전을위한 노고에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고가도로 앞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조합원자격으로 입주를 하 는데, 고가도로 소음때문에 불편한 점이너무나 많습니다.
구청에서 재건축허가를 낼때 소음관계는 확인을 하지않는지 의문이군요.
아파트 건축후 고가도로가 놓인다면 주민 반대에 부딪혀공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소음차단막 설치를하 으리라 봅니다.
주거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수성구에서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이나 사후문제
기 때문에외면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가도로에 소음방지막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문의 하는 바이며, 설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
는 바입니다.

현재 화랑공원재정비계획이 공람되고 있음. 그런데 일전에 본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바와 같이특별한 정비가 필요함 - 그동안 답변이 없었음
특히 이마트와 인접한 곳의 재정비는 2011년 국제대회와 연계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 판단됨(조경, 분수대, 랜드마크같은 기념시설물 등 경관개선필요) 현재 해당부지는
이마트후문, 3단지, 화랑공원진입로 등 연계된 장소로 평소 인근주민들의 방문이 많아 획기적인
도시경관개선대책이 꼬 필요함. 따라서 화랑공원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보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아무쪼록 계획에 잘 반 되어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며 아울러 화랑공원
자체도 시설물을 전면개보수하여 사람 환경 행정이 함께 잘 어우러 질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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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민의 생활지표

인구 도 5,756명(1㎢) 가구원 2.98명(1가구) 주택 0.8호(1가구) 상수도 330ℓ(1일1명)

출생 7.8명(1일) 사망 4.9명(1일) 혼인 5.6쌍(1일) 이혼 1.7쌍(1일)

전입 246명(1일) 전출 241명(1일) 공무원 주민502명(1명) 자동차 1.04대(1가구)

구세 62,777원(1명)화재 0.3건(1일) 의사 주민589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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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성구 문화유산 및 자랑거리

1. 축성비(嶺營築城碑)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4호

·소 재 지 : 수성구 만촌동 산 90( 남제일관내)

·크 기 : 높이 173cm, 폭 90cm, 두께 44cm

·시 대 : 조선 조 13년(1737년)

·지정년월일 : 1974. 12. 10

축성비는 조선 1737년( 조13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 던 민응수(閔應洙)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

없어졌던 대구읍성(당시엔 토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하고

난뒤그기념으로세운것으로당시읍성의규모와작업상황이

적혀있다.

축성비에 의하면 조 12년 채석을 하여 6개월동안 공사를 하 는데 여기에 동원된 연인원은

78,534명이나되었다고한다.

성을 쌓고 난 뒤 수성(守城)을 위하여 양향(楊餉)¹, 전포(錢布), 기기(器機)²등을 비치한 수성창

(修城倉)을건립하여불의의사태와훗날의수성에대비하 다.

축성이끝나자여러장사들을모아활쏘기대회를열었고 남제일관이란편액³이걸린남문에큰

연회를열어각기공로에따라시상하 다. 축성에대한행상이끝나자그해 11월에는선화당에서

성대한 낙성 축연을 베풀었고 이듬해인 1737년 2월 상완일(上浣日)에 축성비를 건립한 것이

현재까지남아있는것이다. 원래이비가세워진곳은남문밖관덕정(觀德亭)터 으나1906년박중양이

대구읍성을헐면서그자리를도로로만든까닭에구달성군청(현재대구백화점옆)부근으로옮겼다가

1932년향교로이전하여보관하 으며1980년다시현위치에옮겨보존하게되었다.

*주(註) 
1)양향 : 군대의 야식
2)기기 : '기구'와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말
3)편액 : 방안이나 문 따위의위에거는가로로된긴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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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구부수성비(大邱府修城碑)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5호

·소 재 지 : 수성구 만촌동 산 90( 남제일관내)

·크 기 : 전고 267cm, 비폭 73cm

·재 료 : 화강석

·시 대 : 조선 고종 7년(1870)

·지정년월일 : 1979. 1. 25

민응수가대구읍성을쌓고난뒤에수성창(修城倉)을부분

적으로 수리하 으나 근본적인 수리는 못했다. 그러다가

경상도관찰사겸대구도호부사로부임했던김세호(갏世鎬)가

부임한 이듬해인 1870년(고종7) 봄인 3~4월 경에 수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끝냈다고 수성비에 적고 있다. 또

수성비용을민간기부금으로충당했다는것으로보아수금에있어서강제성이있다고여겨진다.

이때 원래의 성보다 높이를 더 높이고 확장한 결과 신축이 97보, 개축이 118보 보축(補築)이

1,409보, 치첩 신축이 2,680보, 문루¹및 공해, 신건(新建)이 72간, 중건이 37간, 중수가 57간

공해 각처의 보수가 256간이었다. 이때 동서남북 대문의 문루를 고쳐 짓는 것 외에 성벽 위에

4개의누각을세웠다. 또모든누(걹)는단청을올리고치첩은백회(白灰)로분장하 으며공사가

끝난뒤성대한낙성식도열고이사실을조정에보고하여유공자를포상하 다고수성비에적고

있다. 현재 남제일관문앞에 축성비(嶺營築城碑)와함께서있는수성비는당시관찰사이던

김세호가 을 짓고 씨는 책응간역(策應看役)으로 있던 절충장군(折衝將軍) 최석로(崔錫걡)가

쓴 것이다. 원래 이 비석이 세워진 곳은 남문 밖 민응수가 축성비를 세운 바로 곁이었으나

이수성비역시 1906년대구읍성이헐리면서갈곳이없어졌다가 1932년현재의대구향교경내로

이전되었으나 1980년 다시 남제일관문이 중건되면서 만촌동으로 이전했다. 청색 화강석으로

된비신²은높이 191cm, 폭 73cm, 두께 45cm이며 비개³는황백색화강석인데팔작지붕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리고비부는황백색화강석으로장방형이다.

*주(註) 
1)문루(門걹) :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위에 지은 다락집
2)비신(碑身) : 비문(碑文)을 새긴 빗돌
3)비개(碑蓋) : 비신 위에 올려놓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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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공제비및군수이후범선 세불망비(李公堤碑및郡守李侯範善永世不忘碑)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3호

·소 재 지 : 수성구 상동 182번지

이서공원내

·규 모 : 건물(비각1칸 9.72㎡), 

비석3기(이공제비2, 

이후범선 세불망비1기)

·지정년월일 : 1988. 5. 30

이공제비는 대구 판관이었던 이서¹선생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대구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

(頌德碑)²다. 대구분지의 남쪽에서북쪽으로흘러 금호강에유입하는신천은홍수때만되면범람

하여피해가극심하 다.

1776년(조선 정조 원년) 대구판관 이서가 부임 후 2년뒤인 1778년(정조2년) 주민 부담없이

사재를털어 10여리에걸쳐제방을축조하여홍수의피해를막았다. 이에감읍한주민들이이판관이

쌓은 제방을 중국 송나라의 명학이던 소식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라고

명명한것을본떠서 "이후언(李侯堰) 또는이공제(李公堤)"라칭하 고, 이내를 "새내" 또는 "신천"

이라하 다.

이서공이 죽은 3년뒤인 1797년 주민들이 그의 공적을 기려 "이공제비(李公堤碑)"를 세우고,

매년음력 1월14일밤에향사를올렸다. 가운데있는비는 1986년신천대로공사때수성교서편

지하에서발견된것으로 비문의내용에의하면 1808년에 세운 것으로 1797년에 세운 비가초라

하여그의업적을 구히기리고자다시비를세운다고적혀있다.

이공제비와 나란히 있는 군수이후범선 세불망비는 1889년에 세운 것으로 군수 李範善이

1888년에 큰 홍수로 이공제 하류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군수 이범선

(李範善)선생이 이공제의 보수를 위해 주민 부담없이 국고의 비용을 들여 단시일에 공사를 완공

하자주민들은공적에보답하고자비석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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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석들은 지방수령으로 재직 당시 홍수의 피해를 막고자 주민의 부담없이 제방을 축조한

업적을 기려 백성들이 세운 것이다. 이 비석들은 중구 대봉동 655번지 신천대로변에 있었으나

주변 수목으로인해 시계(視界)가 불량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2000.

9. 6 역사의교육장으로활용코자현위치로이전하 다.

*주(註) 
1)이서 : 1732~1794.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호(季浩). 1759년( 조35) 문음(門蔭)으로 입사(入仕)하여 1776년

부터 2년 6개월 동안 대구 판관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가장 큰 업적
은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송덕비(頌德碑) :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 때 백성들이 공덕을 칭송하여 만드는 비(碑). 일명 선정
비(善政碑), 유애비(遺愛碑)라고도 한다.

이서 공원 조각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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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산농악(孤山農겦)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¹제1호

·전 승 지 : 수성구 대흥동

·예능보유자 : 정창화(鄭昌和)

·지정년월일 : 1984. 7. 25

고산농악은대흥동(이전지명:내환동)에서

자생(自生)하여전승되는농악이다.

대흥동은 고려시대부터 곡계(谷溪)라

불리우는옛 "서울나들"에위치하는전형적인농촌의자연부락이며각성(各姓)마을이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전승되어 오면서 농악 원래의 소박성을 그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하고있다. 대흥동에서는매년음력정월보름에동제(上堂, 中堂, 下堂)를지내는데이동제의

왕복길에농악을잡히며동제가끝난뒤에도풍물을쳤다한다.

고산농악의 특징은 한 자연촌락의 노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마을단위의향토색짙은농악형태를유지하는점이다. 연행과정에서 '닭쫓기' 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는독특한놀이마당이다.

고산농악은 상쇠 장이만(남. 사망)에 의하여 쇠가락이 전승·보존되어 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락마치, 조름세, 굿거리, 살풀이가락등의가락을칠수있었다고한다.

대흥동은농악의전승유지를위해19세기부터계(契)가조직되어있으며, 그때사용한계첩(契牒)도

남아있다.

1983년제23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참가하여문공부장관상(우수상)을탔다. 그때받은상금을

기금으로고산농악대를조직하여전승하고있다.

부락마치(길매구가락) 4분박의 빠른 4박의 길매구가락이다. 꽹과리는 '갱갱갱 개개개개 개개개개
개개개개~'하고친다. 부락마치는행진할때쓰는가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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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름 쇠 4분박의 매우 빠른 4박의 가락이며 꽹과리는 네가지의 가락으로 이루어진다.첫
째, 쇠가락은 '개개갠개개갠개개개개개개갱갠지갠지개개갱'으로 치고둘째, 쇠
가락은 '개개갱 개개갱 개개개개 개개갱 개개갱'이며 셋째, 쇠가락은 '개갱개개갱
개갱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 개개갱 개개갱'으로 치며 넷째, 조름쇠 쇠가락은 '갱갱
갱갱갱갱갱갱...'을 반복한다.

굿 거 리 굿거리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자의 가락이다. 쇠가락은 '갱개갠 개갠 개개갠
갱갱개개갠...'으로 친다.

살 풀 이 살풀이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분가락과 4박가락으로 이루어진 혼합박자이며,
꽹과리는 '갱응응갱응갱갱지갱갱갱갱'으로치고, 다시 '개갱지개갱지'하면서친다.

편 성 과
보 색

쇠 2명(상쇠²와 종쇠가 있다), 징 6명, 북 10명, 장고 10명, 소고(상모³) 14명,
포수 1명, 양반 1명, 색시 2명, 농기 3명, 뜅각 1명이다.

*주(註) 
1)무형문화재 : 음악, 연극, 무용, 공예, 기술 등 형체가없는것으로역사적·예술적으로가치가큰것.

해당분야의기능이뛰어난사람을인간문화재로지정
2)상쇠 : 농악에서, 무리의 맨 앞에서전체를지휘하며꽹과리를치는사람.
3)상모 : 농악무에 쓰는전립꼭지에흰새털이나종이오리로꾸며올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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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 북, 장고, 상모, 잡색이 놀이마당으로
향한다.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며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진하고 이어서 태극을
만들기위하여원을만들고, 계속해서태극무늬를만들며시계방향으로돈다.

길 매 구

이는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상모팀 전원이 원 중앙에서
서로손을잡고원을돌면서닭(각시와양반)을 쫓는다.

닭 쫓 기

원이풀어지면서징, 북, 장고가1열로서고, 상모가1명, 이렇게2열종대로마주보고
상모가중앙에서쇠를치는데이는모내기, 모심기, 김매기놀이의형태이다.

모내기굿

상모, 장고, 북, 징의 순으로 각 악기팀 전원이 원 중앙에 나와 팀별 놀이를 진행
한다.

법고놀이

원을 돌며 상쇠의 쇠 꺾음에 따라 뒤돌아가기를 두 번 한후 상쇠가 다시 한번
쇠를꺾으면뒤로돌아두개의동심원을그린다.

둘석(진굿)

상쇠의덧배기가락에따라원을돌면서각자흥겹게춤을엮어나간다.춤굿(판굿) 상쇠의덧배기가락에따라원을돌면서각자흥겹게춤을엮어나간다.춤굿(판굿) 

농기(農旗)를구심점으로원을돌면서좁혀들어갔다가다시반대로풀어나온다.방석말이(오방굿) 

덩덩궁이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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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욱수농악(旭水農겦)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소 재 지 : 수성구 욱수동

·예능보유자 : 김호성(갏浩星)

·지정년월일 : 1988. 5. 30

욱수농악은욱수동에서자생하여전승되는

농악이다. 욱수동은 1981년 7월 경산군

고산면 욱수동에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130여 호의주민이논농사를주업으로하고있는자연촌락이다. 욱수농악은이마을동제당에서

해마다정월초사흘날관행하던천왕받이굿에서파생한농악이다.

원래욱수농악은동제때동제당에서신내림을축원하는천왕받이굿과이내림굿에서뒤따르는

판굿과 보름달의 구걸(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1970년대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단되었고, 달불놀이는 입산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농악

과지신풀이는 1963년부터친목계를조직하여전승하고있다.

연행구성 중에서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드문전형을 가진 놀이이다. 쇠가락은 비교

적빠른가락이많고잔가락이적은 남농악의특징을보유하며, 특히 길굿의가락이독특하다.

욱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 즉 연희농악이며 경상도 내륙의 농악에 농사굿이

많은데비하여전체의구성은진굿에가까운농악이다.

예능보유자 김호성은 20세 때인 1948년경부터 경북 경산군 압량면에 거주하던 김차동(갏次東)

에게 쇠가락을 배웠다. 그후 김차동이 사망할 때까지 20여년간 마을의 구걸패 등에서 종쇠로

활동하 다고 한다. 그후 고산농악대에 종쇠로 활동하기도 하 다. 198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새로창단된현대중공업농악팀의지도를맡기도하 으며, 1989년예능보유자로지정되었다.

이외의예능보유자는박원호(朴元鎬), 이만방(李萬邦)등이있다.

박원호는이마을에서출생하여이옥관(사망) 서병극(사망)으로이어지는전승자로서욱수마을의

토박이다. 설상모이만방은 13세때부터이마을의상쇠 던서병극을따라다니며끝법구를치고

상모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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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쇠(1명)는벙치를쓰고흰옷을입고적, 황색의띠를양어깨와허리에두른다.

*종쇠(1명)는흰옷에적, 황, 녹색의띠를양어깨와허리에두르고벙치를쓴다.

*징(6명)은흰옷에적, 황, 녹색삼색띠를양어깨와허리에두르고흰색고깔을쓴다.

*북(8명)은징과같은복색을한다.

*장구(8명)는징과같은복색을한다.

*법고(12명)는흰옷에적, 황, 녹색의띠를양어깨와허리에두른다.

*목나팔(1명)은징과같은복색을하고오동나무로만든목나팔을분다.

*양반(1명)은두루막을입고종이로만든정자관을쓴다.

*포수(1명)는검은옷을입고털모자를쓰며등에망태, 꿩털, 토끼털을메고목청을든다.

*색시(1명)는노랑저고리에붉은치마를입는다.

*농기수(1명)는징과같은복장을한다.

*기수(2명)는징과같은복장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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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동은1963년부터친목계를만들어욱수농악을전승하고있다. 특히1987년제28회전국민속예술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우수상)을수상한것을계기로욱수농악대를더욱조직적으로육성하고있다.

쇠는 2/4박자로 치며 3가지 리듬으로 변주하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의
길풀이이다.

동제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굿이다. 주민들은 이 때 쇠가락이 '천왕님 천왕님
처 처 내리소'하는소리로들린다고한다.

질매구(질굿) 

2열 종대의 대형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대원들을 상쇠가 빠른 가락으로 Z자
형으로돌면서징, 북, 장고, 법고 열로끊어일으켜풀어나간다.

상쇠가춤매구가락에맞추어흥겨운장단으로어깨춤을춘다. 경상도특유의덧배기
가락을가진춤굿이다.

외 따 기

상쇠, 종쇠, 잡색이가 중앙에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고, 법고가 각각 네군데
원형을그리면서오방진을만들어논다.

오 방 진

똘똘말이라고도한다. 농기를가운데세우고전원이질주하면서자진가락에맞추어
원진을치고또풀면서태극형을그리면서두군데서 집적원진을그린다.

덧 배 기

대원들은원형을지어상쇠가무정지겡이, 허허깍깍, 잦은모리의 3가지가락으로
변주하면대원들은악기장단에맞추어원무를춘다.

천왕받이굿

ㄷ자형의대형에서징, 북, 장고, 법고잡이들이각각조별로묘기를보인다.

둥 데미

마당놀이

덕석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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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감입사장(象嵌入絲匠)

·지 정 별 :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번호 : 제13호

·소 재 지 : 수성구 두산동 2-2

·기능보유자 : 김용운

·지정년월일 : 1997. 9. 18

상감입사란 조금(彫갏)의 기법으로 쇠나

구리등의금속표면에홈을파고, 금선(갏線)

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전통적인상감기법으로우리나라에서는입사(入絲)라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경부터 철제 무기류나 청동제 그릇의 표면에 금이나 은으로 입사장식을

한공예품들이많이발견된다. 입사기법이가장발달했던시기는고려시대로써청동향로(靑銅香걙)와

같은뛰어난불교공예품에입사기법이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려시대의 입사기법은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중기 이후에는 청동뿐만 아니라

철재(鐵材)에은사를해서여러가지생활용품을만들었다.

입사에는크게두가지기법이있는데하나는고려시대부터전해지는전통적인청동은입사기법

으로바탕금속(청동)의표면에정(釘)으로홈을파고그안에은선을박아넣는것이고, 다른하나는

조선중기이후부터전래된철입사(鐵入絲)로바탕금속(철)의표면에정을사용하여가로세로로쪼아

거스러미를일으킨후그위에얇은금, 은판이나선을놓고망치로쳐서금속에붙이는것으로일본

에서소위포목상감(布目象嵌)이라부른다. 이두가지기법중에서상감입사는조각장이하는경우가

많았고, 입사장은대부분철입사(鐵入絲)를담당하 다.

우리나라에서는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상감입사와얇은금속판이입사재료로병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상감입사 기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다. 상감입사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을요하므로귀족층의기물에쓰 고, 조선중기이후부터는쉽게문양을나타낼수있는입사를

개발하여일반에도보급된것으로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접어들면서조선시대까지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속하 던 입사장(入絲匠), 조각장(彫刻匠) 등에 의하여 전승되던 입사, 상감입사

등의 공예기법은 조선왕가 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하여 전승되었고, 기능보유자인 김용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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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통적기법을전승한상감입사장으로그의상감입사공예품은고려시대에서조선시대까지발전해

온동체와뚜껑의모양이나크기가같은합구형식(合口形式)의 원반합(圓形盒)과 같은모양을추구

하여인주함(印朱函), 연초함(煙草函), 향합(香盒), 합(盒) 등을제작하 다.

또한 사용된재료역시銅의바탕에전·연성이좋은銀을구리와합금하여선이나면으로정을

사용해서홈을파내고은실을박아넣는기법은고려시대, 조선시대상감입사공예품과같다. 입사

기법은세공이기때문에그다지많은공구가사용되지않으며여러종류의정과망치가주로사용되고,

여성장식용금은(갏銀) 상감입사노리개작품에서도형태는부드러운나비, 달과같은곡선과직선을

가미시켜금(갏)재료바탕에백금선(白갏線)으로소나무, 학, 구름, 물결등의십장생문(十長生紋)을

사용해서 형태의 분위기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1981년전국공예품경진대회대통령상수상을비롯하여, 대구공예품경진대회에서4회의

금상등수십차례의수상경력을가지고있으며, 1981년기능올림픽,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 대구

관광공예품경진대회등에서심사장, 심사위원도역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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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수정(       )

·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4호

·소 재 지 : 수성구 상동 140-4

·지정년월일 : 1984. 7. 25

야수정은1900년경창건된진(秦)씨문중의

재실(齋室)¹이다. 현재 이 건물은 문화재

자료14호로지정되어있다.

건립당시야수정은정면5칸, 측면1칸반

규모이었으나, 나중에배면(背面)부분전체가

반칸씩증축되어겹집처럼되어있다.

평면은중앙부의 2칸마루방을중심으로좌측에 1칸반의온돌방이, 우측에온돌방 1칸과마루방

1칸이 있으며 그 뒤에는 좌에서 우로 2칸통과 1칸 및 반칸 크기의 온돌방이 차례로 연접되었다.

전면(前面)에는반칸폭의전퇴가있고, 집뒤에는시멘트블록으로벽을1칸폭이상물려쌓아헛간과

부엌을증축하 다.

이건물은소로수장의민도리집으로화강석기단위에원주형초석을놓고기둥을세웠는데, 전면

6주(柱)는두리기둥을나머지는모두네모기둥을사용했다. 건물의마루밑에붉은벽돌을쌓고마루에

장마루를깔고, 유리창문을사용하 으며일식(日式) 천장에가까운우물반자로꾸며져있다.

야수정은 20세기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건물로, 전통건축양식이일식건축(日式建築)의 향을받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장마루와 일식

우물반자, 높은 천정고, 일식 미서기창 등의 형식은 매우

주목된다.

*주(註) 
1)재실 : ① 무덤이나 사당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재각(齋閣)  ② 능(겓)·종묘(宗廟)등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③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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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산서당(孤山書堂)

·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5호

·소 재 지 : 수성구 성동 산22

·지정년월일 : 1984. 7. 25

이 서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산22번지에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5호로

지정보존되고있다.

즉조선명종조에향유(鄕儒)들과윤희렴(尹希廉)이재실(齋室)을짓고퇴계선생에게재호(齋號)를

청하여재(齋)는고산(孤山)으로, 문(門)은구도(求道)로한퇴계의수필(手筆)을받았으며, 구도라는

편액은지금도남아있다.

사당(詞堂)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5년(선조38)에 중건하 으며, 1607년(선조40)에 우복

정경세가 대구부사(大邱府使)로 있으면서 강회(講會)를 열었는데 이때 당(唐)의 도독(都督) 이성삼

(李겛三)도참강(굱講)하 다고한다.

1690년(숙종16)에서원을창건하여고산(孤山)이라는원호(院號)로서퇴계와우복두선생을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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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享)¹하 고, 1734년( 조10)에강당(講堂) 및동·서재(東西齋)를건축하 으며, 1746년( 조22)에

원우(院宇)를중수(重修)하 다.

1789년(정조13)에는문루(門걹)를세우고연안인(延安人) 김재구(갏載久)가기문(記文)을택하 다.

1822년(순조22)에는 위패를 잃어 개조 봉안한 바 있으며, 1868년(고종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철²되었다. 그후 1879년(고종16)에 이르러향유(鄕儒)들을중심으로강학계(講學契)를수계(修契)

하여 서원의 옛터에 강당만 다시 중건하여 고산서당이라 편액하 고, 1964년에 중수하 으며,

2003년국고보조사업으로강당및사주문을2003. 12. 2 ~ 2004. 3. 29 개보수하 다.

고산서당은성동(城洞)의서원(書院)골야산중턱에북향으로배치되어있으며, 그앞쪽에남천(南川)이

굽이흐르고넓은고산들판이펼쳐져있다. 그리고뒷편의옛사당터에퇴계와우복선생의강학유허비

(講學遺墟碑)가세워져있다.

이서당은모르타르마감한기단위에세운정면4칸, 측면2칸의건물로, 홑처마팔작지붕집이다.

건물의구조는3량가(樑架)로막돌덤벙주초위에정면가운데1주(柱)만두리기둥으로하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으로세운간결한민도리집³형식으로되어있다. 고산서당은작은규모의소박한교육공간

으로재건당시의모습을잘보존하고있다.

*주(註) 
1)배향 : ①공신의신주를종묘에모시던일 ②학덕이있는사람의신주를문묘나서원따위에모시던일
2)훼철(毁撤) : 헐어부수어서걷어버림
3)민도리집: 도리와장여로만되어있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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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무재(獨茂齊)

·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7호

·소 재 지 : 수성구 만촌동 188-1

·지정년월일 : 1989. 6. 15

독무재는수성구만촌동 188-1번지에있는 19세기중엽의재실로, 벼슬을마다하고향리(鄕里)에

은거하여후진양성에만전념한하시찬(夏時贊)선생을추모하기위하여그의제자들과유림(儒林)에서

건립한것이다.

하시찬 선생은 1750년( 조26) 2월 6일 현

수성구 만촌동에서 태어나 1828년(순조28)에

별세하 는데 그는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팔례

절요(八禮節要) 2권을 저술하기도 하 다. 원래

선생은현재의독무재가있는서쪽으로50m지점에

독무암루(獨茂岩걹)란 조그만 재실을 짓고 기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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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가선생이39세되던1789년(정조13)인데그는일찌기당대의석학(碩學)이던이경호와송성담

에게서 수학하 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배우기를 청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독무재에서는 언제나

읽는소리가끊이지않았다고한다.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과 유림에서 학계(學契)를 만들어 건립한 것이며, 독무재

옆에는경덕사(景德詞)를지어매년3월상정일(上丁日)에각지의유림들이모여춘향(春享)¹을지내던

것이현재까지내려오고있다. 본래현효목동경부선철로변에있던독무재는1967년도로의개설로

인하여1968년4월현위치로이건(移建)하 다.

이건하면서 독무재의 서쪽에 경덕사와 장판각(藏板閣)을 신축하 으며, 장판각에는 지금도 팔례

절요(八禮節要)와열암문집(悅菴文集)의판각이보관되어있다.

독무재내에는장방형대지에사당인경덕사와재실인독무재가있으며그좌측뒤로별도의담장

안에경덕사가자리잡고있다.

독무재는정면3칸, 측면1.5칸의규모로중앙에마루를두고, 그좌우에2칸통칸의온돌방을대칭

으로배치했다. 그리고건물앞쪽에는

반칸폭의전퇴(前退)를시설하 다.

독무재는시멘트모르타르로마감한

낮은기단위에원형기둥을세운간략

한3량가(樑伽)의2익공집으로, 대들보

위에제형판대공을놓고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기둥위에 짜 맞춘 익공은

매우장식적인촛가지모습을하고있

다. 독무재지붕은홑처마의맞배지붕

으로 좌우에 태극(太極)을 그린 풍판

(風板)²을달았다.

2002년국고보조사업으로강당, 담장, 삼문을2002. 10. 24 ~ 2003. 4. 4 보수하 다.

*주(註) 
1)춘향 : 초봄에지내는종묘와사직의큰제사
2)풍판 : 풍우를막기위하여박공아래에길이로연이어대는널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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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효자 정려각(夏孝子 旌閭閣)
·지정번호 : 문화재 자료 제18호

·소 재 지 : 수성구 만촌동 389-9

·지정년월일 : 1989. 6. 15

효자 하공정려비는 대구·경북 일원에서
가장오래된효자비의하나로고려때이부시랑
(吏部侍걏)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지극한
효성을기리기위하여조정에서정문¹을내려
세운 것이다. 하광신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대도독으로고려시대우리나라에정착하면서

달성군으로봉군된하흠(夏欽)의아들하용의손자로어릴때부터효성이지극하 다. 매서운찬바
람이몰아치는겨울에복숭아를구해온전설적인얘기등그의효행에관한이야기가숱하게많다.
하광신의효성이지극하다는소식을들은 1327년(충숙왕)은하광신이살던마을에이부시랑하광신
지려(吏部侍걏夏光臣之閭)란정문을세우고그의자손들에게대대로부역을면제하도록하 는데
이것은조선시대에도계속되어1896년(고종6) 12월그의자손들에게세금과부역을일체면제시키라는
공문이내려왔다. 그공문원본은후손인하재형씨가지금도소중히보관하고있다.
원래 하광신의정려각이세워진곳은달성하씨들이대대로살았던현재의대봉동수도산 (달성
하씨들의종산이었으나일제때빼앗겼다고함) 부근이었으나, 당시14세소년이던하인경을제외하고는
모두희생되어명맥마저끊길뻔하 다. 따라서현재의달성하씨들은모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
府使)'를지낸하인경의후손들로서임란이후현재까지만촌동에서대대로살고있다. 현재의정려비는
1781년(정조5) 2월에만촌동형제봉기슭의비각등 (속칭빗집거리)에중건하 으나일제때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헐려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비문은 이조 판서겸 홍문관 대제학이던 황경원이
지었고두전과비문의 씨는통훈대부사헌부지평이약채(李겭采)가썼다. 현재만촌동에살고있는
달성하씨들이매년돌아가며유사(有司)를정하여돌보고있어관리가잘되고있다. 정려각은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건물로 중앙에 정려비가 있다. 건물의 구조는 간략한 3량가(樑伽)로 낮은
기단위에원형의초석을놓고두리기둥을세운 2익공계건물이다. 대들보위에제형판대공을놓아
미루도리를받고있으며, 지붕은겹처마에박공지붕이다. 건물에는모로단청을하 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 정려각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2000. 9. 27 ~ 2000. 12. 23 시비보조사업으로
정려각을보수하 다.
*주(註) 
1)정문(旌門) : 충신효자열녀등을표창하기위하여그의집앞이나마을앞에세우던붉은문작설(綽楔) 홍문(紅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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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월동 지석묘군(沙月洞 支石墓群)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지정기념물9호

·소 재 지 : 수성구 사월동 464

(사월보성타운 내)

·지정년월일 : 1992. 9. 8

사월동에는3곳에고인돌이남아있다. 한곳은사월동272-3번지사월마을의북쪽밭에조성된훈련원

판관김여원(갏汝援)과부인해주오씨(海州吳氏)의무덤옆에남아있다.

이곳은성암산에서금호강으로뻗어내리는구릉의끝에해당하는부분으로경부선철도에서서쪽으로

60m 떨어진곳이다. 원래9기가있었으나3기는파괴되고현재는6기만남아있다.

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나 혈암¹이 대부분이고 크기는 길이 156~220cm, 너비 145~170cm, 높이

25~70cm 정도이다.

다른한곳은1990년조사에서사월동469번지에있던일승섬유공장안이었는데최근택지로개발되

어거대한아파트가들어서면서고인돌은아파트담장밖한쪽구석에남아있다.

이고인돌은옛날에칠성바위로불리워진것으로7기가있었다고짐작되나현재는4기만남아1기를

제외하고는모두굄돌(지석)을갖추고있다.

돌의재질은혈암이고크기는길이170~237cm, 너비110~160cm, 높이70~127cm 정도이다. 1992년

9월에대구광역시기념물제9호로지정되어보존되고있다.

*주(註) 
1)혈암(頁岩) : 수성암의한가지. 점토가엉겨붙어서된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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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촌동 청동기유적(晩村洞 靑銅器遺跡)

이유적은1966년에발견되

었는데 금호강의 아양교에

서 상류쪽으로 500m 가량

올라간수성구만촌동산5번

지인 동촌유원지 경내의 나

직한구릉경사면에위치하

고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개편

되어유적이위치하는곳은

동구에편입되었다.

유구¹는 파괴가 심해 정

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덧널무덤(목곽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지표하 40~50cm

정도에서확인되었다.

발견된유물은중광형동과1점, 세형동검3점그리고검집장식구와청동으로만든손받침등이있다.

세형동검은 슴베부분 바로 위까지 갈려진(마연 : 磨硏) 것이 2점이고 1점은 피홈(혈구)이 검신

한쪽에 2줄씩 만들어져 있으며 슴베(경부 : 莖部)의 끝까지 갈려진 흔적이 관찰되는데 형식 분류

상말기에속한다(길이30.8cm).

중광형동과 끝부분(봉부 : 鋒部)이 넓고 큰 형태의 것으로 전혀 갈려지지 않았다. 슴베(경부)에

새겨진문양은집선반원형을띤다.

한반도에서주로제작되어지는세형동과는명확히구분되어지는것으로써이러한동과(투겁창)는

일본의 특징적인 청동기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청동기가

실용성에서벗어나의기화(儀器化)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길이39.7cm)

*주(註) 
1)유구(遺構) : 지난날의토목(또는건축) 구조를알아볼수있는실마리가될구조물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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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동 고인돌

상동에는 3곳에 고인돌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곳만 원래의 위치에 남아있고 2곳은 이미

발굴조사되어옮겨져있거나파괴되어버렸다.  

현재 남아 있는 고인돌은 상동 501번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수성못 서편 제방에

가까운 밭에 있는 4기(基)이다. 남쪽의 것을

1호라하고그북쪽으로2, 3, 4호라하 다.

1호는 크기가 길이 231cm, 너비 101cm,

높이 30cm이며돌의재질은화산응회암인편평한할석형태이다. 2호는크기가길이 205cm, 너비

147cm, 높이 34cm이며 외형은 타원형이다. 덮개돌(상석 : 上石)만 확인되고 굄돌(지석 : 支石)과

지하시설의유무는알수없다. 3호는화산암으로크기는길이254cm, 너비 120cm, 높이 70cm이며

외형은 말각장방형이다. 4호는 화산암이고 장방형이다. 크기는 길이 284cm, 너비 150cm, 높이

95cm이며상석의윗면은편평하다.

다른한곳의고인돌은현재남아있는고인돌에서북으로 1km 떨어져있었는데 1967년 12월에

조사되어현재는상동 29번지정화여고맞은편식물원에 5기가이전되어보존되고있다. 또 다른

한곳은상동 80번지전정화여고교정에옮겨져있는것인데이들은동편의들판에있던것을옮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정화여중 가사실 남쪽에 현재 1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옮겨진것으로크기는길이190cm, 너비147cm, 높이52cm이다.

1972년 가사실을지으면서조사된기록에의하면덮개돌아래에서냇돌로벽을만든하부구조가

있었고, 이안에서자루부분이2단으로이루어진이단병식(二段柄式) 간돌검(마제석검 : 磨製石劍)이

출토되었다고한다.

수성구청에서는국립대구박물관의협조아래귀중한문화유산이훼손되는것을안타깝게생각하여

1998년11월부터1999년2월까지3개월여에걸쳐상동지석묘를발굴했다.

이발굴조사에서확인된유구(遺構)는모두41기이며이가운데매장유구는38기이다.

그리고매장유구는크게석곽형(石槨形)과석관형(石棺形)으로구분해볼수있는데, 석곽형이 32

기석관형이 6기로써석곽형이훨씬많은편이다. 유구의규모에있어서도석곽형은성인의신전장



SUSEONG DDISTRICT CCOUNCIL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부 록ㅣ175

(伸展葬)이충분히가능한것들이많으며,

길이 2m 이상의큰것도있으나대체로

길이 170~190cm 정도가 가장 많다.

그러나 석관형은 길이가 160cm 내외의

것이많고, 유아나소아를매장한것으로

볼수있는길이1m 정도의소형도있다.

석곽형의 벽석 축조는 냇돌이나 할석

(割石)을 이용했으며 부분적으로 판석

(板石)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석곽의

깊이가깊을수록벽면을정교하게쌓았고, 대체로가로로뉘여쌓았다. 그러나일부는판석이나냇돌을

세워서축조한형식도있어, 석재뿐만아니라축조방법에서도여러가지의방법이혼재하고있음을

알수있다.

한편, 석관형 유구의 축조는 대부분 2매의 장방형 판석을 잇대어 장벽으로 하고, 단벽은 1매의

판석을이용하여축조하 다. 그리고석재의길이가짧아모자라는곳이나묘광(墓壙)과판석(板石)의

사이에는 할석이나 냇돌로 연장하거나 보충하 다. 또 벽석 상단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하여 벽석

하단을냇돌로고인경우도있다.

유구의바닥에는대부분돌을깔아시상시설(屍床施設)을하 으나, 아무런시설이없는것도있다.

한편, 유구에 부장된 유물로는 유구의규모와 관계없이 유물이 부장되었고 출토된 유물은일단

병식마제석검과 유경식마재석검 1점을 비롯하여, 마제석촉 51점과 토제어망추 1점이 있다. 한편

교란층에서는빗살무늬토기편 4점, 무문토기편및각종석핵과박편·석기편, 삼국시대토기편·청

자편·백자편, 기와편등다수의유물이수습되었다.

이번 태선문빗살무늬토기편의출토는서변동신석기시대집석유구및빗살무늬토기의발견과

함께대구에서도신석기유적이있었음이입증되었으며, 이로써대구의인간거주의역사를3000년

에서5000년으로끌어올리는계기가되었다.

상동지석묘군은대구지역의지석묘문화와청동기시대사회의문화변동과정을보여주는중요한

자료로평가되며상동지석묘를복원하여지석묘유적공원으로조성하여활용한다면수천년전에대

구에살았던조상들의생활상을보여주는훌륭한역사교육의장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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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동 고분군(巴洞 古墳群)
파동 산1-1, 산5-1 번지의 법이산 서쪽

산기슭의끝으로신천과가까운곳의완만한

경사지이다. 1988년 주민의 신고로 무덤

(고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산5-1

번지는 1997년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로

고분2기를수습발굴하 다.

대부분의 봉분¹은 유실되었으나 주변에

10여기의무덤이있음을확인하 다.

무덤은심하게도굴된상태 고, 돌로 만든덧널(석곽²)의 벽은냇돌로쌓아만들었는데규모는

길이2m, 너비70cm, 깊이50cm의소형이었다.

도굴로 파괴된 석곽 주위에서 굽다리 접시(고배), 목항아리(장경호), 항아리(단경호), 뚜껑 등의

유물이채집되었다.

*주(註) 
1)봉분(封墳) : 흙을둥 게쌓아무덤을만듦, 또는그흙무더기성분(成墳)
2)석곽(石槨) : 돌로만든외관(外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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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두산동 고분군과 청동기유적(斗山洞 古墳群과 靑銅器遺蹟)

두산동고분군은대구분지의남쪽에형성된산지가운데

법이산(法伊山)에서 이어지는 수성못 옆의 낮은 구릉에

조성되어있다.

전체적인 양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십 기가 남아

있으며 1997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3기를발굴조사하여

고배 등 3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봉분은 유실되어

알 수가 없으나, 내부구조가 석관 또는 석곽이고, 규모는

대체로길이2~3m인것으로보아소형분으로보고있다.

청동기유적은 현재는 지산동 1065-51번지이나 발견

당시는두산동1392번지여서두산동청동기유적이라부르고

있다. 지금은주택지로변해서옛날의지형을찾기는어려

우나원래는수성못동쪽의낮은구릉이었다고한다.

1975년최명덕씨의아들동은(당시19세)군이대문을고치던중청동검(세형동검: 細形銅劍)과청동

거울(동경: 銅鏡), 덩이쇠(철정: 鐵鋌)를발견하 다고하는데, 쇠는고물상에넘겼다고한다. 유적의

성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동검과 철기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유적으로

짐작된다.

이 구릉주변에 고인돌과 무덤(고분 : 古墳)이 있어 이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하나의 생활집단을

이루고있었음을짐작할수있게한다.

청동검은 길이가 32.9cm로 끝 부분이 길고

가운데의 능각은 몸체까지 내려와 있다. 마디

(절대 : 節帶)와 마디사이는 완만하게 휘어져 있고

양날은평행하나손상이심하다.

거울은청동검보다는늦은시기의것인데청동검이

오랫동안전해져오다가같이묻힌것으로짐작된다.

거울의 지름은 7.2cm이고 뒷면에는 포도무늬와

동물무늬가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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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 지산동출토 청동유물(傳 池山洞出土 靑銅遺物)
국은이양선(菊隱李養璿) 박사가수집한유물로출토지는정확하지않다. 수집된것은모두청동

유물이나 청동기에 철의 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철제품과 함께 부장¹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들

유물이모두함께나온것이라면쇠뿔모양동기(우각형동기: 牛角形銅器), 일광경(日光鏡) 등중국제

거울이나온점에서평리동과비슷한기원후1세기대의유물로짐작된다.

1)이형동기(굋形銅器)
평면은배가부른길다란이등변삼각형이며아래쪽에는

아래 위 3줄의 음각선구획 안에 세로·가로로 각각

4줄·9줄의집선을교대로배치하 고그위로는 3줄의

가로줄로 나머지 부분을 4개로 나눈 뒤 그 사이에는

세로로선을음각²하 다.

뒷면에는문양을만든바로위쪽부분을반으로잘랐다.

바닥의 단면은 원형으로서 안은 비어 있다. 유례가 없는 희귀한 예로 용도는 알 수 없다. 높이

4.7cm, 지름 1.7cm

2)칼집장식(동검초 장식구 : 銅劍梢 裝飾具)
칼집(검초)의 단면이 볼록렌즈처럼

생긴 칼집에 끼웠던 장식들이다.

부식이 심하나 주변에 1~2줄의 홈이

있고 철녹이 묻어 있다. 칼집 끝장식

(초미장식)으로 알려졌던 금구(갏具)

는좌우가한쌍으로중간에는나무로

연결시켜 칼자루의 날부분(악부 : 鍔

部)을형성하는것으로밝혀졌다.

평면이 유선형이며 세로로 3줄의

오목한 홈(요구 : 凹溝)이 있다. 속에

나무썩은부식물이들어있으며측면에도3줄의오목한홈이장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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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칼자루 끝장식(검파두식 : 劍把頭飾)
모두4개분의칼자루끝장식이포함되어있다.

칼자루 끝장식 ①은 속이 빈 누에고치 모양에 좌우로 짧은

막대모양(봉상 : 棒狀)을붙이고그중앙에단면4각형의기둥

모양(주상 : 柱狀)장식을 붙인 것이다. 기둥 형태는 중간에서

넓어지다가 끝이 4각평면으로 끝난 것인데 모서리에는

홈을 팠다. 

기둥모양돌기는옆에서보면칼코등이에서는속이차있다가

확장 부분에는 공간이 되도록 주조했으며 이 공간에 흙과

엉겨붙은청동방울같은것이들어있는데방울처럼울리도록

만든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런예는한반도충청도·개성·평양등지에서많이발견된

예가있다.

칼자루 끝장식 ②는 능이 있는 호콩형으로 길이 방향으로

길게3줄의능을새기고가운데좌우에돌기를붙인것이다. 이와같은것은일본대마봉촌의소성도

(小姓島) 5호돌널무덤에서나온바있고, 황해도출토로전하는것과대구평리동출토품이있다.

칼자루끝장식③은부식이심하고내부에흙이차있어안을관찰할수없다. 칼을끼우기위한

둥근구멍이있고그아래로가늘게휘어붙인오리모양의장식이있다. 두께가아주얇아매우정교

하다. 몸체 중앙에둥근구멍이앞뒤로나있고그좌우로긴삼각형을앞뒤로투조³하 다. 호암

미술관소장품중에이것과같은예가있으나국은의것은호암의것보다오리의형태가더변화한

후기양식이다. 대마의봉촌다까마쓰노당·사까오두유적에서도발견된바있다.

칼자루끝장식④는기둥모양장식을이루었던파손품으로속이비어있는공모양(구형 : 球形)이다.

중간에 가로로 2줄의 홈을 만들고 그 아래위에 각각 문살무늬를 엇비슷하게(사격자문 : 斜格子文)

음각하 다. 이와비슷한예는대구평리동에서출토한바있다. 

높이4.3cm, 폭 7.2cm

4)쇠뿔모양(각형 : 角形)동기 : 銅器 2점
쇠뿔처럼 생긴 것인데 속의 1/2쯤은 비어 있으며 입구 둘레에 3줄의 음각선을 두르고 그 위에

이중으로삼각톱니문(삼각거치문: 三角鋸齒文)을4개새겼는데뿔의끝이향하는안쪽부분에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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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었다. 선은주조를한후에새긴듯매우날카롭다. 이런예는

호아미술관소장품에있다. 길이5.8cm, 아래지름1.3cm

5)청동거울(동경 : 銅鏡) 6점
청동거울은 6점이 발견되었다.청동거울

①은 일부 파손된 것을 복원하 다. 거울면

(경면 : 鏡面)이 둘레(주연 : 周緣)에서 약간

볼록해졌고검은녹이잘덮여있으나부분적

으로청동녹이덮여있는일광경(日光鏡)이다.

'견일지광천하대명' 이라는 자(명문 : 銘

文)가시계방향으로돌아가고, 둘레의측면은

가로방향으로 갈았는 흔적이 있으며 안으로

약간길어졌다.

가운데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반구형)의 단추자리(뉴좌)주변에 시계방향으로 굽은 파문 4개와

그사이에하나씩모두4개의방사선이있다.

그 바깥에 8개의연호문이돌고명문이새겨진안팎으로빗살무늬가엇비슷하게배치되어있다.

둘레의폭은매우좁다. 지름6.3cm.

청동거울②는아무것도없는둘레는폭이매우넓고투박하며주조후의마무리마연흔적이매우

둔하다. 거울면이약간볼록하고뒷면에는철녹이묻어있다. 다른거울에비해윤기가없고부식이

심하며거울면에철물의흔적이묻어있다.

원권에 둘러싸인 단추자리 밖에 8개의 연호문이 있고, 단추자리와의 사이에 4개의 방사상선과

그사이에 4개의꽃잎무늬(화엽문)가 시문되어있다. '日月心忽而不泄內' (일월심홀이불설내)의 8자

자(명문)외에각각소용돌이무늬가하나씩배열되어있다. 지름8.2cm.

*주(註) 
1)부장(副藏) : 장례때, 죽은이가생전에쓰던가구나세간따위를시체와함께묻는일
2)음각(陰刻) : 평면에 씨나그림따위를옴폭들어가게새김. 또는그러한조각요조(凹彫)↔양각(陽刻)
3)투조(透彫) : 판금이나목재·석재등을앞면에서뒷면까지도려내어모양을나타내는조각법의한가지



SUSEONG DDISTRICT CCOUNCIL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부 록ㅣ181

6.고산 유적(孤山 遺蹟)

고산은 성동 산1~50번지 일대로

대구광역시의 동쪽 경계인 남천과금

호강이마주치는지점에솟아있는야산

이다.

이 야산에는유물산포지, 흙으로벽

을쌓은성(토성), 고분군, 기와가마터(와

요지: 瓦窯地) 등의유적이있고, 남쪽들

에는고인돌이분포되어있어이일대가

오래전부터생활의터전이었음을알수

있다. 성은둘레가약1.5km이며포곡식

과산정식이결합된형태이다.

무덤들은 성의 남쪽 완만한 경사면

모산지주변에 20여기가분포한다.모산지의동쪽에집중으로분포하고, 서쪽으로는작은돌덧널무덤이

분포하며북쪽의고개마루에도분포한다.

대부분의 무덤이 도굴과 개간으로 파괴되어 주변에 무덤의 석재 및 토기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고분에서는삼국시대토기인굽다리접시와뚜껑이채집되었다.기와가마터는고분군이분포하는남쪽

능선의정상부에3기가분포한다. 

가마는 등요(登窯)로 추정되는데 내부가 무너진 채 파괴되어 있으며 기와편과 가마의 벽조각

(벽체)이박혀있다. 확인되는크기는길이8m, 폭4.5m 정도이다. 그리고성의내부와구릉곳곳에무문

토기와원삼국시대, 삼국시대토기조각이흩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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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매호동 지석묘(梅湖洞 支石墓)
이고인돌은매호동843-3, 844, 836번지에6기가분포하고있고밭809번지에4기가분포하고

있었다. 이곳은원래서성들이라불리는평야 으나근래에주거지역으로개발되어현재는두레타운,

하나타운 등대규모의아파트단지와주택으로바뀌었다. 1992년 개발에 앞서 남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하 다.

발굴조사에서청석판석을바닥에깔고수직이나수평으로벽을만든뒤뚜껑돌을덮은돌널무덤

(석관묘 : 石棺墓)과냇돌을여러단쌓아만든돌덧널무덤(석관묘 : 石槨墓)이확인되었다.

유물은 돌널과 돌덧널 안에서 간돌검(마제석검)과 돌로

만든 화살촉(마제석촉), 붉은 간토기(홍도 : 紅陶)가 출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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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지동 돌널무덤(時至洞 石棺墓)
이돌널무덤(석관묘)은시지동산4번지로선명학교가위치하는동서로

돌출된야산바로아래에서발견되었다.

1983년 선명학교 학생이 야산을 개간하다가 간돌검(마제석검)을 수습

하여시(市)에신고하여알려지게된유적이다.

당시조사기록을보면무덤은산의서쪽끝에동서로청석암반을파고

편평한 돌(판석)을 세워 만들어진 것인데 크기는 길이 170cm, 너비

50cm, 깊이35cm 고, 바닥에도판석을깔았다.

간돌검은북측긴벽모서리에칼끝이위로향하게세워진채출토되었다.

간돌검은일단병식으로단면은마름모꼴이다.

간돌검의 크기는 길이 28.5cm, 너비 4cm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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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동 주거지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9.시지동 생활유적(時至洞 生活遺蹟)

시지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

조사에서확인된유적으로욱수들과광월들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남쪽에 있는 성암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욱수천으로 형성된

넓은선상지¹인데대부분과수원과논으로

경작되고있었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유구로는 도로,

집터, 건물지, 숯과 불탄 흙(소토 : 燒土)

등이 섞여 있는 코고 작은 구덩이(토광 :

土壙)와 기둥구멍(주혈 : 柱穴), 우물,

연못등주로생활과관련이있는것들이다.

유물로는 구덩이 안에서 많은 양의 토기

조각들이 나왔는데 이곳에서는 무덤에서 주로 나오는 토기와는 달리 붉고 무른 토기(적색연질

토기)가 많았다. 또 기와와고려, 조선시대의

자기도 많이 나왔으나, 철기는 아주 적은

양이나왔다.

이유적은 5년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실시

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난 지역은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되었다.

*주(註) 
1)선상지(扇狀地) : 시내가산지에서평지로흐를때, 물의흐름이갑자기느려져서골짜기어귀에자갈이나모래가퇴적

되어이루어진부채꼴모양의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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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욱수동 고분군(旭水洞 古憤群)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남동쪽 구릉에 수백기가 집된 고분군으로 시지택지개발지구에 포함

되어 1992년~1995년 남대학교 박물관에서 570여기의 분묘가 발굴되었고, 능선의 동사면

(東斜面) 하위대부분이 1994년~1995년 남문화재연구소에서조사하여 900여기의분묘가확인

되었다. 또한 1999년 12월~2000년 5월까지 2차에걸쳐 남대학교박물관에서조사하여 98기의

분묘와 5기의 성격미상 우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대부분이 삼국시대의 돌덧널무덤(석곽묘)와

돌방무덤(석실묘¹)이고 인골²도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출토

유물은토기와철기, 장신구등수천점에이르고있다.

*주(註) 
1)석실묘(石室墓) : 상고시대무덤양식의한가지, 돌로만든현실(玄室)이있는분묘.
2)인골(人骨) : 사람의뼈, 해골

욱수동 고분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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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욱수동 유적과 토기가마터

본 유적은 수성구 욱수동 48-1번지 일원과 경산시 옥산동의 경계지점으로 해발 90.3m의

조그마한야산에위치하며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대구광역시와 (재) 남문화재연구

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토기가마와 석관묘, 석실묘, 조선시대 토광묘 등을 확인

했다.

주변 유적에 대해 살표보면 남쪽으로는 옥산동 유물산포지가, 북쪽으로는 중산동고분군이

인접헤있고, 북쪽으로 1㎞정도떨어진평지에는청동기시대의사월동·매호동지석묘와주거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시지지구 생활유적과 노변동고분군 등 삼국시대의 유적들이

폭넓게분포하고있다.

지금까지 확인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삼국시대의 석곽·석실묘 20기, 토기

가마 33기,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405기, 기터 5기 등 총467기이다. 주거지는 산 정산부근

의사면에입지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 석곽·석실묘는능선의사면상에위치하며, 토기가마는

주로능선의남동사면에등고선과직교되게배치되어있다. 그리고 토광묘는주로능선의남·동

사면에등고선과직교되게조성되어있다.

본유적에서는현재까지 33기의토기가마가확인되어, 청동숟가락등 1195건 2223점의유물이

발굴되었다.

축조방법에 의하여 대략 분류하여 보면대부분이 반지하식의 등요이고, 일부 지상식으로 추정

되는것도있다. 반지하식의등용는대부분지하부분은잘남아있으나. 지상부분은벽체나천장

부가 파괴되어 거의 남아 잇지 않은 상태이다. 지상식읠 경우는 다른 토기가마의 바닥면 보다

높으며, 거의바닥만남아있는상태이다.

출토유물로는 청동기시대,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는 무문토기, 석부 등이 있다. 삼국시대 유물로는 토기요지에서 출토된

고배, 기대편, 대호편, 단경호편을 비롯한 토기류와 토제마, 토우, 어망추를 비롯한 토제품 등이

있고, 석실묘에서는부가구연장경호, 인화문이시문된대부완과뚜껑, 유개고배, 편병등이있다.

고려~조선시대 유물로는 도질병, 도질옹, 대접, 접시, 종지 등이 토기류와 청동수저, 청동합,

청동거울, 반지, 동곳 등의 청동기류, 그리고 철제가위 관정과 같은 철기류와 옥류 등이 출토

되었다.

이번조사에서는 총동기시대 주거지 4기, 삼국시대 토기가마 33기를 비롯하여, 삭곽묘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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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묘 16기, 고려·조선시대토광묘405기, 기타 5기 등 총 467기가 확인·조사되었다. 출토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삼국시대의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완을 비롯한 토기류,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대접, 접시, 청동수저, 청동합 등 여러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어 대구·

경산지역이고대문화를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를확보할수있었으며, 특히이번에조사된토기

가마유적은 대구·경산지역의 토기생산유적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되며, 5~7세기대

신라토기의생산과유통에관한새로운자료이다.

토기가마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같은 형식의 자료가 경산 임당동유적, 시지지구취락지,

노변동고분군, 가천동고분군등에서출토되는것오로보아당시이지역의토기생산과공급망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시지지구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취락지, 분묘군과 더불어

생산유적이확인됨으로써향후이지역에대한고대생활문화상을복원·연구하는데많은도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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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고산토성(孤山土城)

·소재지 : 수성구 성동 산 1~50번지

고산토성이축조되어있는곳은금호강과

그지류인남천의합류지역주변에형성된

넓은 충적 평야에 접하고 서쪽일부에만

계곡을 두고 금호강변을 따라형성되어

있는구릉과접한다. 성의둘레는약1.5㎞

이며, 포곡식과산정식이결합된형태이다.

이곳이처음부터이러한모양으로축조된

것인지아니면 2차적으로결합된것인지는지금의외형만으로파악하기가힘들다.

성이 있는 구릉의 남쪽에는 고산 고분군이 있고, 동쪽에 접하여 흐르는 남천을 따라 1㎞가량

올라간상류층구릉에는욱수동고분군이있다.

또 남천유역에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한다. 그리고 성안에는 무문토기와 도질토기가 분포되어

있는 이 집단에 의해 토성이 축조되었음응ㄹ 추측할 수 있다. 토성의 성벽은 계곡쪽을 제외한

다른 쪽은 경사면을 깎아서 편축법(片築法)으로 쌓았고, 모산못이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

지르는협축식(夾築式)으로쌓았다.

이성은성동토성(城洞土城)이라고도불리워지며신증동국여지승람권27 경산현고적조(古跡條)에

성산봉수(城山烽燧) 재현불팔리(在縣겗八里), 북응하 현시산(겗應河陽縣匙山) 서응대구부수성

현법이산(西應大邱府城懸法伊山)이라고한기록이남아있는점등으로보아성산봉수(城山烽燧)

가이곳이었음을알수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 일대 발굴 조사중 무문토기 주거지에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고분들과주거유적(住居遺蹟), 그리고성터를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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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욱수동 산성(旭水洞 山城)

·소재지 : 수성구 욱수동 자양산

이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2㎞,

고산토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

있는 자양산(紫陽山) 해발 450m에 위치

하므로 자양산성 또는 자산성(子山城)

이라고도불린다. 

고산 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있다. 성주변의노변동·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을 비롯해서 북쪽 약 2㎞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둘레약 2㎞정도의포곡식산성으로서북면은자연적인암벽과심한경사면의지형을

그대로 이용하 고, 남동면은 석축을, 남서면은 석토축을, 그리고 북면의 능선 일부에는

토축을 하 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27권 경산현 고적조에는 고포성재현서구리, 석축주삼천일백칠십척, 금페

라는기록이남아있으므로이욱수동산성을고포성(古浦城)으로추정해도좋을것이다. 왜냐하면

현경산시에서서남3㎞지점에이산성이위치하고있어서거리나방향이일치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산성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시 경산 지방의 의병장 박응성

(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포성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이지역에서성터가관찰되는곳이이곳뿐이므로일단고포성을자산산성과동일

시해도좋을둣하다.

이같은사실을종합해보면이성도삼국시대에이미축조되었으나이후버려진상태로방치되어

있다가임진왜란이일어나자성일부를재수축한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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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변동 사직단(蘆邊洞 社稷壇)

이 유적은 삼덕동에서 시지택지간 도로구간내 고분군을 조사하던 중 확인되었으며 노변동

408번지일대에위치한다. 발굴조사는 1998년 10월부터2000년 8월까지(재) 남문화재연구원에서

사직단 1기, 목곽묘 100기, 석곽묘485기, 옹관묘 10기와토기등2,000여종의유물이발굴되었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은 해발 509.5m의 대덕산에서

북쪽으로여러갈래의능선들이뻗어있다. 유적이 위치한능선은대덕산줄기의안산에서북으로

뻗어내린능선끝자락에해당하는데, 이 부분에서는좁은골짜기를사이에두고다시활장대처럼

솟아있는형태를편평한재지가마련되어있다.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나라의 신(國人의 神)인 사(社) 와, 곡식을 맡은 신(五穀의 神)인

직(稷) 에게국태민안(國泰民安)과풍년을기원하는제사인사직제를지내는단(壇)이다.

한나라의왕은사직의주체로나라가있으면사직의제사가행해지고나라가망하면폐지된다는

점에서 사직은 흔히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예제에서도 사직은 첫째인

길례가운데도종묘와함께대사로중요하게여긴다. 사직은도성은물론지방의각행정단위마다

설치되어왕을대신하여지방수령이제례를지냈다.

노변동 사직단은 구릉의 정상부에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기초단을만들었다. 기초

단을단단하게하기위하여생토의청석암반과점토, 그리고 할석과천석을이용하여계단식으로

높이 130㎝~180㎝정도되게축조하 다. 유(   :단의바깥으로부르는토담)는이러한기초단의

상면에장방형으로돌아가면서 20㎝~70㎝ 정도되는천석과할석을이용하여폭80㎝ 정도로축

조하 다. 유의규모는장축18㎝, 단축 12㎝이고, 잔존높이 20~50㎝정도이다.

이사직단은다른지역이나문헌에서확인되는사직단과다소의차이를보이고있는데, 그것을

사직단과 유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직단 외곽으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면서 작은 할속과 천석을 이용하여 2개의 단을 축조하 다. 첫 번째 단은

유에서서쪽으로29m정도떨어져서높이 1m로축조하 고, 두번째단은담장에서38m떨어져서

높이 130㎝정도 되게 축조하 는데, 두 단은 거의 나란한 편이다. 북쪽으로는 우에서 13m정도

떨어져서높이 80㎝종도되게첫번째단을만들었고, 여기서다시북쪽으로 12.5m정도떨어져서

높이 110㎝되게두번째단을축조하 다. 이러한단은북쪽과서쪽에서는유의주위를돌아가면서

확인되는데, 동쪽과 서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쪽은 이미 절토되었고, 남쪽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있어정확하게확인할수없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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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터는유의동·서·북의중앙에설치되어있고, 남쪽은확인되지않고있다. 출입문터의

넓이는동쪽 90㎝, 서쪽 100㎝, 북쪽 106㎝로서로약간씩차이를보이고있다. 동쪽출입문터는

3단으로축조되어있었다.

단은유의가운데에서북쪽으로약간치우친곳에위치하며, 규모는남북길이 550㎝, 동서길이

520㎝정도이고,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노출된 단은 대소형의 천속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

하 는데, 현재는 1~2단만 확인되며, 높이는 24㎝정도이다. 단의 내부는 소형의 천속과 할석

그리고암갈색사질점토와점토를섞어서다짐을하 고, 그 상면의일부에는판속조의점판암을

깔아서면을조정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판속조점판암은단의남쪽바깥부분에도깔았는데,

이는 보도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의 가운데 부분에는 약간 불룩한 형태로 흙을

쌓은것이확인되고, 그가운데부분은파여져있다. 이부분에돌로된사주(社主)를세웠던곳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단의 사방에는 단ㅇ르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나, 여기서는 단의

북쪽에서만 3단으로된 계단이 확인되었다. 단의 남쪽에서 약 1m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동서로

길게석렬이만들어져있는데, 이것의용도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수는없으나, 단의뒷부분을

막는병풍과같은역할을하 던것으로추정된다. 

이번에발굴된사직단은강원도삼척군원당리에서발굴된이후국내두번째발굴된것으로잔존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사직단과 사직제는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원형대로복원하여자라나는세대에게역사적교육의장으로활용되었으면하는

바램이다.

노변동 사직단 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192ㅣ부 록

15.나야 大領 記念碑

범어동산156번지(대구여자고등학

교 동편야산) 속칭 주일골에 소재한

이 비는 기단(基壇)높이 0.72m, 비

높이 1.4m의 화강석으로 건립된 전

적(戰跡)기념물로써 6.25동란 때 국

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한국

에 온“나야”육군대령을 기리는 비

로“나야”씨는 낙동강 전투가 치열

했던 1950년 8월 12일 경북칠곡군

왜관읍 근처에서 지뢰폭발로 사망하

여 8월 13일 위 장소에서 화엽(花곸)

으로장례식을거행하고당시경상북

도 조재천(曺在千)지사가 1950년

12월 7일 기념비를 건립하 으며

매년 현충일에는 관내기관단체장들

이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

으며 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비

문이새겨져있다.

「고나야대령은북한공산군의불법남침으로인하여전투가치열했던단기 4283년 7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인도교체대표로서내한하여아국의평화통일을위하여동분서주하던중동년 8월 12

일하오위관전선시찰도상(途上)에서순직하 다.

당시각국대표와아국관민참석하에장례식을거행하 거니와연합군총공격과남북통일이거의

성취되어가는 금일 화장지에 기념비를 세워 나야대령의 위대한 인격과 공훈을 추모하며 령의

무궁한명복을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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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세계 아파트 내 느티나무 집단

신세계아프트내는 4그루의아름드리니티나무가집단을이루고있다.

네그루 중 남쪽에 있는 것(A그루)이 가장 굵어서 가슴높이 둘레 5m에 나무높이 15m이고

그다음이서북에서있는것(B그루)으로가슴높이둘레 4m에나무높이 20m이며, 셋째가동북에

있는 것(C그루)으로서 가슴높이 둘레 3.6m이다. 그리고 이들 3그루가 이루는 삼각형 안에 있는

넷째그루(D그루)는가슴높이둘레 2.7m로가장가늘다.

A,B 2그루는 아주 정정하고, C,D 2그루는 둥치 속이 썩어서 큰 공동(空洞)이 생기고 가지도

말라죽어배어낸것이수세¹가약하다.

이 나무들은수령 250년 내지 400년을 헤아리는노거수로, 옛날부터 동네의수호신인당산목

(堂山木)으로동민의추앙을받아왔다고한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 동민들이 이 나무 아래 모여 제수를 차려놓고 그해의 풍년과 동민들의

무병식재(無病息災)를비는동신제²를지내왔다고한다.

*주(註) 
1)수세(樹勢) : 나무의자라나는기세
2)동신제(洞神祭) : 마을을지켜주는신에게동민이함께드리는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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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동의 팽나무

상동에는 139번지의 진학열씨

댁 정원과 152의 73번지 서경석

씨 댁 정원에 각 1그루의 큰 팽나

무가서있다. 진씨 정원의것은가

슴높이둘레 2m이지만서씨저우언

의 것(마을나무19호)은 가슴높이둘

레 3.4m에 나무높이 12, 추정수령

250년의노거수이다.

가지는동으로 7.5m, 서로5.5m,

남으로 7.5m, 북으로 3.2m 퍼져

있는데 북쪽은 2층 가옥이 있어 그

이상은뻗어나지못하고있다.

이 나무는 원래 수성벌에 서 있

던 것이 택지가 조성됨에 따라 현

재서씨집정원수가된것이다. 

원 둥치는 지상 2.3m에서 동서

로 갈라졌는데 동쪽 둥치 둘레는

2.5m, 서쪽둘레는 2.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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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산동 비룡골의 느티나무 집단

지산동 비룡골 일대에는 5그루의 느티나무

가 있다. 즉 지산동 667번지에 1그루(시나무

3호), 지산동산 86번지에 2그루(마을나무 13

호와 17호), 지산동 61번지에 2그루(마을나무

18호)가있다.

이 나무들은 양을조(楊乙兆)씨의 7대조 때

지산동 뒷산인 무학산 고개를 넘어서 불어닥

치는 부서풍으로 마을이 허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민들과 힘을 모야 회화나무, 참나

무등과함께심은것이라고한다.

특히이들5그루중에서동네어귀비룡교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추정 수령 400년을 헤아리는

것으로서 나무 높이 13m에, 가슴높이둘레

4.4m의거목이다.

현재밑부분에축대를쌓아뿌리가상하지않

게잘보호되어있다. 이들 5그루의느티나무는

인근에서있는 2그루의회화나무, 1그루의참

나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 보호수로 지정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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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어네거리 은행나무

이 나무는 1468년(조선 세조14)에 상동

268번지에 심은 나무로 오랜 세월동안

이고장의전설과얼을간진한귀중한거목

으로서 1972년 8월 31일대구광역시보호수

제 18호로 지정하여 보호해 오고 있으며

1981년상동동서도로확장공사로철거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동민들이 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그해9월 30일정화여중고교정에

옮겨 보존하다가 정화여중고의 이전으로

2001년 4월 1일 범어네거리로 옮겨 심어

범어네거리를지나는시민들에게우람하고

의젓한자태를보여주고있다.



SUSEONG DDISTRICT CCOUNCIL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부 록ㅣ197

5.지산초등학교 앞 느티나무

지산초등학교정문맞은편길가에서있는

느티나무는추정수령 400년이넘는노거수

이지만아직정정하여나무높이 20m, 가슴

높이둘레 4.7m에 가지가 동으로 11m,

서로7.5m, 남으로7.5m, 북으로10m나뻗어

그위용을자랑하고있다. 

이 나무는 지금은 없어진 신거리(新德俚

라써서 이렇게 불렸다) 마을의 당산나무

는데 그 소유자인 시거리 모씨가 궁하여

재목으로 팔아 넘기려는 것을 양을조

(楊乙兆)씨의 증조부인 양준발씨가 논

3마지기와 바꾸어 지산동의 수호신으로

극진히모셨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신거리 마응ㄹ은 차츰

쇠진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해

버리고 지산동이 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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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모령(顧母嶺)의 전설

옛날 고모령에는 남편없이 어린 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스님

한분이와서이집은전생에덕을쌓지않았기

때문에, 지금가난하다고하여어머니와어린

남매는 덕을 쌓기 위해 흙으로 산을 쌓아

현재의 모봉, 형봉, 제봉 이라는 3개의 산봉

우리가되었는데동생과형이서로높이쌓고자

시샘을하여싸우는것을보고어머니는크게

실망하여자식들을잘못키웠다는죄스러움으로집을나와버렸다.

집을 나와 하염없이 걷던 길이 지금의 고모령으로, 정상에 와서 집을 향해 뒤돌아 보았다는

데서유래되었으며뒤돌아볼고(顧), 어미모(母)를합쳐고모라는마을이름이생겼다. 

고모령은 옜날부터대구에서경산과 천방면을잇는지름길로팔현재또는고모형으로불려

왔으며지금은경부선때문에산은잘리고망우당공원에서파크호텔, 팔현부락을거쳐고모역으로

이어지는옛고갯길이이어지고있으며, 전설과함께애틋한고향어머니를기리는노래‘비내리

는고모령’이라는대중가요가광복이듬해인 1946년가수현인씨의특유한저음에실려선풍적인

인기를모았다.

또한이고갯길에 1991년 10월수성구의회출범기념사업으로높이355㎝, 길이330㎝, 폭200㎝의

크기로‘비 내리는 고모령’노래비를 건립하여 어머니를 그리는 원한 고갯길로 주민들에게

향토애와 추억을 심어주고 국민적 애창곡의 발상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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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효자 하광신(夏光臣)

수성구만촌동에있는하효자정려각은대구는물론경북지방일원에서가장오래된효자비의

하나로 고려때 이부시랑(굀部侍걏)을 지낸 하광신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조정이 정문을

내려세운것이다.

하광신은달성하(夏)씨로달성하씨의시조는중국송나라대도독이었던하흠(夏欽)인데고려때

우리나라에정착하 다.

이후 그 아들 하용(榕)이 고려를 침공하는 오랑캐를 무찔러 큰 공을 세우자 조정에서 달성군

(達城郡)을봉했는데이때부터하씨들이대구부근에많이살게됐다.  

하광신은 달성군에 봉군된 하 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 다. 그의 효성에 대한

얘기는숱하게많은데그중에이런것이있다. 광신의어머니가몇해째중병이들어누워있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늦겨울이었다. 병상의 노모는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싶다고말했다. 

효성이극진한광신이지만기가찼다. 엄동설한에어디가서복숭아를구해온단말인가? 광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숭아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마을 뒷산에 올라 자기의 효성이 부족함을

한탄하며 있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 졌다. 곁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왔는지모르게송아지만한호랑이한마리가서있는게아닌가? 소스라치게놀랐으나달아

나려 하다간 당장 물려죽을 것 같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호랑이는 광신에게 덤비기는 커녕

그앞에엎드리더니꼬리로자꾸자기등에올라타라는시늉을해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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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은 문도 모른 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비바람소리만 들리기를 한참, 호랑이가 멎은것 같아 호랑이 등에 찰싹 달라

붙은채질끈감았던눈을뜨니깊은산골인데저만치외딴집에서불빛이흘러나오고있었다.

광신은기이하게여겨불빛이새어나오는문을두드리니안에서방문을여는데집주인이방문을

여는순간광신의눈에는막제사를마친제사상위에놓인붉으레한복숭아가눈에뛰었다. 얼른

방으로들어간광신은사정을얘기한뒤복숭아한개만달라고간청했다.

집주인은광신의얘기를다듣고나더니깜짝놀라며매년집주위산에서자생하는산복숭아를

몇 접씩 따다가 식구가 목고 그 중 싱싱하고 좋은 것을 남겨 두었다고 부모 제사 때 써 오는데

그것은돌아가신부모가복숭아를특히좋아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그런데신기한것은다른해같으면저장해둔복숭아가겨울을지나는동안대부분썩고한두개

겨우 쓸까말까 했는데 금년에는 성한 것이 여러 개 있어 그것을 모두 제사상에 올려놓았는데

하효자같은사람이있어하늘이도운모양이라고감탄했다.

광신은 주인이 주는 복숭아를 받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 후 어머니에게 가져다드렸다.

그뒤어머니가간호의보람도없이세상을떠나자무덤가에여막을짓고 3년을정성껏시묘살이

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충숙왕은 정문을 내려 그가 살던 마을에 세우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는특별히부역까지면해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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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사충(杜師忠)과 모명재(慕明齋)

대구시내에서 경산으로 통하는

대로변왼쪽형제봉기슭에자리잡고

있는 모명재(慕明齋)는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의 후손이 조선을 위해

세운 것이다. 두사충은 중국 두릉

(杜겓)사람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제독 이여송(굃如松)과 우리

나라를 도우기 위해 왔다. 그가 맡은

일은 수륙지획주사(水陸地劃主事)라는, 지세를 살펴 진지를 펴기 적합한 장소를 잡는 임무 다.

따라서 그는 이여송의 일급 참모로서 항상 군진을 펴는데 조언해야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때조선군과도전략전술상의긴 한협의를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당시 우리나라 수군을 통괄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도 아주 친했다.

임진왜란이 평정되자 두사충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정유재란이 반발하자 그의 매부인 진린

(陳璘) 도독과 함께 우리나라와 나왔다. 이때 두사충은 충무공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충무공은

우리나라 장수도 아닌 왜국사람이 수만리 길을 멀다 않고 두번씩이나 나와 도와주자 감격하여

두사충에게한시를지어마음을표현했다.

한문으로 쓴 그 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의내용을보면충무공이두사충을아낀내용이잘드러난다.

이후 정유재란도평정되자두사충은압록강까지매부진린을배웅한후자기는조선에귀화했다.

두사충이귀화하자조정은두사충에게대구시내중앙공원일대를주고거기서살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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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충이받은땅에경상감 이옮겨오게되자두사충은그땅을내어놓고계산동으로옮겼다.

이때부터계산동일대는두씨들의집성ㅊ촌이되었는데두씨들은계산동으로옮기자마자주위에

많은뽕나무를심었고그때문에이일대를뽕나무골목이라부르게됐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고향이 그리운 법, 수만리 떨어진 타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두사충이었지만고국에두고온부인과형제들이생각나지않을수없었다.

이때 두사충은 최정산(最頂山, 현재의 대덕산)밑으로 집을 옮겨 고국인 명나라를 생각하는

뜻에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단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고국의 천자쪽을

향해배례를올렸다고한다.

이후 나이가 더 많아지자 어느 날 자기가

젊었을 때 대구 근교를 샅샅이 뒤져 잡아둔

묘터를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마를

타고묘터가있는고산(孤山)으로향했다.

그러나 워낙 쇠약한 몸이라 도저히 고산

까지 가지 못하고 담티재에서 되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두사충은 아들에게

오른쪽의 형제봉을 가리키면서 저 산아래

계죄정향¹으로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예언했다.

따라서그의사후자손들은두사충이잡아둔명당가지가지못하고묘소를형제봉기슭에쓰게

되었고두사충이잡아둔묘터에는나중에고산서원이들어섰다.

*주(註) 
1)계좌정향(癸座丁向) : 집터나묏자리따위가계방(癸方)을등지고정방(丁方)을향한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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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금동의 못안과 봉천(奉天)

손홍량 어른이 죽은지 450년 쯤‘못안’과 뒷산
너머‘봉천’에 이런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곳
손씨집안어른중에손아무개라는어른이살았는데,
늦게아들하나를얻었다.
이아들이나이가처서장가를보내기위해이마을
저 마을로색시감을구하러다니다가마침내뒷산
너머 마을에 이쁜 딸을 가진 김아무개라는 집안을
찾았다.
그래서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혼례날짜를 잡고

분답스럽게 혼례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혼례식을 올리기도 전에 마을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들리기시작했다. 그 색시감은김아무개의셋째딸인데, 일찍부터낫지못하는병에걸려서오늘
내일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났다. 그래서 손아무개는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을 해 보니
그소문대로 다.
분답스럽게 혼례준비를 하고 있던 식구들이 장가 보내는 것을 그만 둔다고 색시 집에 파혼
통지를보냈다. 장가간다고들더있던아들은그만앓아눕고야말았다.
손씨 집에서는 늦게 자식을 얻어서 홀례를 치르려고 하던 것이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모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편 뒷산 넘어 색시 집안에도 큰 일이 났다. 홀례만을 치룰 것
이라고생각했던것이이지경이되고보니걱정이태산같았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 가지고 키운 딸 자식을 시집보내려고 하는데 일이 이지경으로 되고 보니
하늘만 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데 휘한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졌다. 색시감을 비록 보지
못했어도파혼후로늘이를안타깝게생각하며병이든아들이몸져누워있다가그만마을앞못에
빠져 죽고야 말았다.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은 못에 빠져 죽은 손씨 아들을 위해 못가 느티나무
아래에서굿을해주었다. 그래서동네이름을못안이라고했다.
아들이 죽은 후 그 못은 온통 흙탕물로 변해 있었는데, 굿을 해주고 나니 못물이 아주 깨끗해
졌다고한다. 이래서‘못안’을 청호(淸湖)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한편, 파혼 당한 김 처녀는
신랑 될 사람이 못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자신도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
보면서서 프게울다가그녀도또한못에빠져죽었다.
혼례못한 처녀가 하늘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죽었다고 해서‘하늘을 우러르다’란
의미로마을이름을봉천(奉天)이라고했다는것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보
SUSEONG DDISTRICT CCOUNCIL

204ㅣ부 록

1. 남제일관(곾湳第一關)

·지정번호 : 비지정 문화재

·소재지 : 수성구 만촌동 산90

·재료 : 석재, 시멘트

한국에서는 예날부터 구릉과 산성을 방수의 요충으로 중시하고 평지에 있는 취락에 성지를

축조하는 예는 드물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달성은 삼국시대이래 여러 차례 가축된 바 있지만

이것은읍성이아니라오히려관아를중심으로방수한것이다.

대구의평지에성을쌓은것은부사로취임한윤현(尹峴)이 1591년(선조24)에선산군위안동의

3개읍민을징집하여대구부민과더불어축성을완료했다고대구부사는기록하고있다.

그런데 이 토성은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란으로 파손되고그후 140년이 지난

조 12년에석성으로새로쌓았다.

1601년(선조34)이후부터 한말까지 대구에 경상도 관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왜란을

겪으면서 대구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때까지백수십년이지나도록임진왜란때허물어진대구부성의재축조가실현되지못했다는

것은 조선왕조 후 기사회의 무력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석축의 대구읍성은 경제력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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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 12년에축조되었는데 조 11년에대구로부임한경상도관찰사겸대구도호부사민응수의

건의를조정에서받아들이고 조의윤허를얻게된데서실현을보게된것이다.

축성비에의하면 조 12년 4월 8일에채석을시작하고 4월 25일에본성채를이룩하고 6월 6일

까지는여첩¹(겿堞)을완공하게되었다고한다.

이 성에는 동, 서, 남, 북의 4정문이 있고, 문에는 본루를 세웠는데 동은 진동문, 서는 달서문,

북은 홍북문이라 했으며, 특히 남문에는 남제일관의 편액(扁額)을 달았다. 이밖에 동서에

두개의암문²이있었다.

조 12년에석축된읍성은몇차례의보수로온전하게보존해왔으나광무 10년과 11년사이에

남문과더불어완전히헐리고말았다.

지금 남아있는 당시의 남문 사진을 보면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석축기대(石築基臺)의

중앙에 홍예문을 내고 그 위에 이층문루(二層文걹)를 세웠으며 규모는 하층의 정면 축면이 모두

세칸이다. 남문을 처음 축조한 사람이 관찰사 민응수이며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취임하기 전에

전라도관찰사로있으면서전주풍남문(豊南門)을세웠다.

대구시는 1980년에 남문인 남제일관을 수성구 만촌동 금호강변에 옛 모습을 찾아 중건하여

조상의얼을시민에게전하고있다.

*주(註) 
1)여첩(겿堞) : 성위에쌓은낮은담. 여기에몸을숨기고적병을침
2)암문(暗門) : 성루가없는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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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명재(慕明齋)

·소재지:수성구 만촌동 761번지

모명재는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원병

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것이다. 

두사충이호(號)는모명(摹明)으로중국의

두릉(杜겓)이고향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명나라 제독(提督)이던 이여송(굃如松)등과

함께원병을와서, 주위의지형을살펴서진지에적합한장소를만들도록터를잡아주는임무인

수륙지획(水陸地劃)주사(主事)를 맡았다. 따라서그는이여송의일급참모로서항상군진(軍陳)1을

펴는데 조언을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는 조선군과도 전략, 전술상의 긴 한 협의를

가져왔다.

정유재란때다시두아들과함께원병을와서공을세웠는데난이평정되고난후, 조선에귀화

하 다. 조선에 귀화한 두사충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중앙공원 일대를 하사 받았는데

경상도감 을대구로옮기자그땅을내어놓고현재의계산동(桂山洞) 일대로두씨들의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중국에두고온부인과형제들이생각나최정산(最頂山,현대덕산)밑으로거주지를

옮겨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단(壇)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고국의 천자(天子)

를행해배례(拜禮)를올렸다고한다.

그의 사후 자손들은 두사충의 유언에 따라

형제봉(兄第峰)기슭에묘소를쓰게되었다.

현재의모명재는 1912년경산객사가헐리자

그재목을사와두사충으묘소앞에지은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 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

한다는뜻이고대문에달려있는만동문(萬東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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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백천유수필지동(百川괥水必之東)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뜻이다.

또한 두사충의 묘소앞에 있는 비문을 별도로 다시 새겨 모명재 앞뜰에 시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은이순신장군의 7대손인삼남수군통제사이인수가지었는데, 임란당시이순신과두사충의

친 한관계가후손들에게까지접촉을갖게했음을알수있다.

모명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위치하는데, 정면4칸, 측면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 기와집이다. 평면은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 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건물 정면의 여모중방(대청

앞마루바닥에가로지른안방)밑은붉은벽돌을쌓아막았다.

가구(架構)는 5량가의견실한구조로종보위에는원형판대공을세웠으며앞쪽의창방(목조건물의

기둥위에가로건너질러연결하고평방또는화반, 소로등을받는가로재)과장혀(도리를받치는

긴나무)를끼워장식하 다. 20세기초대구지역재실건축의형식을잘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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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정각(命旌閣)

·소재지:수성구 만촌2동 715번지

명정각은명나라에서귀화한두사충의

7대손인두한필(杜漢弼)의효행을알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두한필은 1823년

(순조23)에 태어나 1893년(고종30)에

죽었는데, 부모에대한효행이지극하 다

한다. 그의 사후에 조정에서 정려가

내려오고종이품관직인통훈대부규장각

직각을증직하 다.

명정각은1912년두사충을모신모명재를

지을때함께건립한것으로 1966년에보수하 다.

이 건물은 단칸 규모의 맞배 기와집이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의

가공주초석을놓고두리기둥을세웠으며주두위에는 2익공으로장식하 다.

가구(架構)는 대들보 위에제형판대공을세운 3량가로, 처마는 부연을둔겹처마이다. 건물은

전면만살창을두고, 나머지의삼면의중앙하부는붉은벽돌로쌓았다. 기둥상부는모로단청을

하 으며, 뒷벽중앙위에는흰색바탕에별화¹를그렸다.

이건물동북쪽 100여미터지점에두한필의묘소가있다.

*주(註) 
1)별화 : 단청(丹靑)한뒤에사람꽃새등을공간에그려넣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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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충각 정효각(旌忠閣 旌孝閣)

·소재지:수성구 시지동 500-6번지

정충각은병자호란에의병을일으킨청주인노암정동범(걝庵鄭東範)의충의를기려세워졌으며정효

각은그의자(子)인면암정지언(勉庵鄭之彦)의효행을기려세운것이다.

정동범은벼슬이용양위부호군이었는데 1728년( 조4) 이인좌의난때의병을모아성주목사

이보혁과 더불어 합천에서 적을 격파하고 개선하 으나 공을 사양하고 귀향하여 은거하다가 부

친상을당하여무덤옆에여막을짓고여묘살이를한효자이기도하다.

정지언은효성이지극하여조부가돌아가시자부친과함께여묘살이를했으며부친이병이들자제단을

차려놓고간절히비니호랑이가개를물어와약에쓰도록하 다는이야기가있다.1892년(고종29) 나라

에서이조참의를추증하고정효문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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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주배씨지려비(星州裵氏之閭碑)

·소재지 : 수성구 범물동 464번지

효열 양박후성처 성주배씨지려비(孝烈 密陽朴厚成妻

星州裵氏之閭碑)는 1764년( 조40)에 태어나 1788년

(정조12)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간 꽃다운 나이로

부끄럼업이 살다 간 효부이면서 열녀 던 성주 배씨의

효행을기리기위하여세운것이다.

그녀는 양 박씨인 남편 박후성(朴厚成)에게 시집을

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할 일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녀의시집살이는평탄하지않았다.

남편인 박후성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그녀는백방으로약과의원을초대하여치료했으나남편의

병세는악화되기만했다. 보다못한그녀는자기의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혈을 남편 입안으로 떨어뜨려 얼마동안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 다.그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자신을부끄러워하며 80세가넘은시어머니를봉양하 다. 

그러나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남편대신에 3년 시묘를 하고 그해 남편 제삿날에

제사를지낸뒤스스로남편의뒤를좇아자결하 다.

배부인의뛰어난효행과열행을조정에서도알게되어정려가내려와 1910년(융희4) 4월 27일

후손들이비를세웠다.

회색화강석으로된비신은높이 116cm, 폭 48cm, 두께 17cm이며비개는백청색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팔작지붕형의 비개를 높이 31cm, 폭 75cm, 두께 44cm이다. 흑청색 화강암으로

된장방형비부는높이 17cm, 폭 70cm, 두께 38cm이다.

1967년 후손들이 세울 때도 비각¹은 함께 건립하지 않았던 것 같고 현재 범물동 464번지에

세워져있다. 비문을새긴깊이가너무얕아건립연대에비하여마멸이심한편이다.

*주(註) 
1)비각(碑閣) : 안에비를세워놓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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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이산 봉수대(法伊山 烽燧臺)

수성못동편의산이법이산으로이곳최정상에는

조선시대봉화를올렸던봉수대가있다.

봉수란전신·전보가있기이전의통신수단으로

변경의긴급한상황을중앙또는같은변경의다른

곳에알리는군사적목적으로사용한것이다.

이는 이미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을 이조 때

들어와 계승 발전시켰다. 불 또는 연기를 올리는

봉수대는 10리 또는 수 십리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요지의 산정에 설치하 는데 밤에는 불을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인근 고을과의

연락을취하던곳이다.

평시엔 1거, 적이 나타나면 2거,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이 되면 5거를

올렸고격렬한전투가계속되면낭분¹을사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으로부터 각 지역의 봉수대를 거쳐 한양으로 연락을 하 던 것인데

구름이 많이 끼거나 강풍으로 시야가 흐려 연기나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대기하고 있던

봉수군이다음의봉수대까지릴레이식으로달려가상황을전달하 다. 한양에서는이를병조에서

주관하여다음날아침일찍이상유무를승정원에보고하 다. 물론 위급한변사가있으면한밤중

이라도바로보고하도록되어있었다.

봉수의주요선을직봉이라하여전국의변방 5개소에설치하 는데모두종점은한양의목멱산

(지금의남산)에도달하도록되어있었고평일이라도변방에서한양까지이상유무를알리는데에는

한나절을넘지않았다고한다.

모든봉수에는다섯개의봉화대가있었다. 거(炬)수를 5구분하 으므로 5거일땐횃불 5개를

동시에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대구를 통과하던 봉수선은 두 개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보아 모두

동래에서한양으로가던직봉에연결되는간봉이었다.

대구부읍지에 소개된 법이산 봉수를 보면 在府十里 府東 南應淸道八鳥嶺烽, 겗報慶山城山烽

相炬二十里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시 규모가 작은 간봉임을 말해주고 있다.둘레 40여m 높이

해발 334m인이곳은현재옛봉수대흔적이남아있다.
*주(註) 
1)낭분(걎糞) : 낭연(걎煙)이라고도 하는데 이리의 똥을 나무에 섞어서 불을 피우면 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똑바로 위

로올라간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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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성유원지(壽城遊園地) : 수성구두산동 888-2번지일원

이 유원지는 면적이 1,085천m2로 범물동 용지봉

(629m)에서 북서부로뻗어내린줄기의하부에위치

하여 주변의 완만한 산지와 수성못을 끼고 자연의

경관미를이루고있다. 수성못은면적이218천m2이며

못 둘레는 2,020m로서 당시 황폐한 수성들을 옥토

화하기 위하여 일본인 미즈자키린타로(水崎林太걏)

가 자기 재산과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1924년 9월

27일 착공 이듬해 10월 30일에 완공하 으며 1939년 그가 사망하자 유언대로 수성못이 보이는

남쪽에한국식으로묻혀졌다.

이곳을도시근린유원지로조성하고자본격적으로개발하게된것은 1983년 동대구로와연결

되는 유원지 진입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가와 주변 불량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유원지의

모습을일신하 다.

또한 1986년 6월 우수와 오수 분리시설을 설치하 으며 그해 12월 수성못 바닥 준설(浚渫)

공사를 하 으며 주변에는 가로등과 벤치, 음수대, 파고라와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유람을 즐길 수 있는 보트와 각종 유기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와시민정서함양에도많은역할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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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우당공원(亡于堂公園) : 수성구만촌동산90번지일원

대구의동쪽관문에자리잡은공원으로, 임진왜란때의의병장망우당곽재우장군의공을기념

하기 위해 망우당 공원이라 하 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 장군은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으며신출귀몰한전략을펴큰공을세웠다. 당시장군은붉은복장에백마를탄모습으로

전장에나타나곤해서‘홍의장군’이라는별명을얻었다. 공원내에는말을타고장검을찬곽재우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동상 가까이에 망우당 기념관을 지어 장군의 유품을 보관해 두고

있다.

망우당 공원에 들어서면 하얀 성벽 위로 번득한 누각 하나가 맨 먼저 눈에 띈다. 바로 남

제일관이다. 남제일관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대구읍성의 남문으로서, 광무10년(1906)과 11년

(1907)사이에철거된것을 1980년에옛모습을찾아이곳에중건해놓았다.

대구독립운동의대표적유적지인조양회관도공원내에있다. 조양회관은일제시대에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던 공간으로 1922년에 대신동 달성공원 앞에 건립되었다가 1992년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 으며 현재 광복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건물로.

‘조양’(朝陽)이란이름에서‘조선의빛’이라는뜻이담겨있다.

고원 사방으로는 백일홍, 목련, 은사시나무등이 동산을 이루고, 뒤쪽 절벽 아래로는 금호강

이 흐르고있다.

공원내에는 시 지정문화재인 축성비와 대구부수성비가있고, 임난호국 령비, 만세기념

비, 고모령의 전설을 간직한 비내리는 고모령 노래비와각종편의시설인자전거경기장과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 주변

의 동촌유원지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휴식공간이되고있다.

또한, 대구 제일의 전망을

자랑하는 호텔 인터불고는 대

구 관광의 기반시설로 손색이

없다.



남제일관 고모령비

남제일관
•조선 선조24년 대구부사 윤현이 축성한
남문으로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후 조 11
년 민응수가 재건
•광무 11년 완전히 헐렸다가 1910년 옛모
습을 찾아 중건하여 조상의 얼을 시민에게
전하고 있음.

고모령비
•고모령 전설과 함께 애틋한
고향어머니를 기리는‘비내리는
고모령, 대중가요 본산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가수
현인씨의 특유한 저음에 실려
선풍적인 인기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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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운동장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회관

대구스타디움

두산폭포

들안길 먹거리타운

동대구로

수성유원지

구민운동장
•규모:부지 17천㎡, 주차장 4천㎡
•천연 양잔디구장(108X71m)으로
2003대구하계U대회 공식축구장
으로 활용

국립대구박물관
•규모:부지 101천㎡, 건물 10천㎡
•유물:20천점
•1994년 개관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유물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손에게
찬란한 문화유산 전승과 고결한
선비정신 계승

대구스타디움
•규모:부지 512천㎡, 좌석수 65,587석
•국내 최대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2001대륙간컵, 2002월드컵 축구 대회를
비롯해서 세계대학생의 대축제 2003
대구하계U대회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

어린이회관
•규모:부지 147천㎡, 건물 8천㎡(지상4층)
•1983년 개관이래 동심의 푸른 꿈을
심어 주는 곳으로 최근에는 신혼부부
야외촬 장으로 애용

두산폭포
•규모:폭17m, 높이 10m, 면적 1,500㎡
•1997년 조성이래 여름엔 시원한
폭포수로 겨울엔 운치있는 고드름
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색과
산책의 공간

수성유원지
•규모:1,085㎡
•유기시설:회전비행기 등 10종
•수성못을 중심으로 애환이 서린
낭만의 공간

들안길 먹거리타운
•규모:2.3㎞(T자형)
•전문음식점:123개소(한식, 일식 등)
•국제대회와 병행 특색음식 개발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최고의 먹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 명소화

동대구로
•규모:폭 70m, 길이 6㎞
•식재수목:히말라야시다 외 120천본
•사시사철 꽃이 피는 국제 수준의
시범가로 조성
※200년도 제1회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전국대회 우수상 수상(생명의 숲 국민
운동·유한킴벌리·산림청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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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박물관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어린이회관 수성아트피아 수성유원지 수기임태랑 묘 이서공원

0.5km 도보10분 0.5km 도보10분 2km 15분 1.0km 도보15분 0.2km 도보5분 1.0km 10분 1.0km 10분

남제일관

모명재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어린이회관
국립대구박물관

수성유원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이서공원

수기임태랑 묘

216ㅣ부 록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 사직단 모명재 남제일관

9.0km 30분 0.2km 도보5분 0.2km 도보5분 7km 20분 4km 15분

수성아트피아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 사직단

부 록ㅣ217



A코스

국립대구박물관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어린이회관 수성아트피아 수성유원지 수기임태랑 묘

0.5km 도보10분 0.5km 도보10분 2km 15분 1.0km 도보15분 0.2km 도보5분 1.0km 10분

218ㅣ부 록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수기임태랑 묘

이서공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서공원

1.0km 10분

｜국립대구박물관
•1994년 개관(부지 101천㎡
•선사시대 유물 등 2만점 보유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2000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
•가족단위 문화산책 코스

｜어린이 회관
•1983년 개관(부지147천㎡)
•어린이의탐구·체험학습장

｜수성유원지
•부지 1,085㎡, 유기시설 10종
•수성못(1925년 조성, 저수량 70만톤)을
중심으로애환과낭만이숨쉬는곳

｜수기임태랑 묘
•수성못을축조한일본인개척농민의묘소
•1939년 임종시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한국식
무덤으로묻어달라고유언

｜이서공원
•부지 6,387㎡,조형물, 수목식재
•1778년 신천 물줄기를 바꾼 대구판관
이서공을기리는이공제비가있음.

｜들안길 먹거리타운
•전문음식점 123개소(한식·일식등)
•퓨전요리등다양한특색음식과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어우러진복합관광
명소로조성중

부 록ㅣ219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 사직단 모명재 남제일관

0.2km 도보5분 0.2km 도보5분 7km 20분 4km 15분

B코스

｜대구스타디움
•국내최대규모(65,857석)의 다목적경기장
•2001대륙간컵·2002월드컵축구대회와
2003대구하계U대회메인스타디움으로사용

｜고산정수장
•부지 180천㎡, 용량 35㎥/일
•대구에서가장깨끗한운문댐을
취수원으로사용(급수인구 423천명)

220ㅣ부 록

모명재

남제일관



｜노변동 사직단
•조선시대곡식의신에게제사를지낸곳
•삼국시대목관묘 100기, 석관묘 485기, 유물 2천점
등이출토

｜모명재
•임진왜란 당시 원병으로 파병되어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12년 후손들이세운재실

｜ 남제일관
•조선시대(1601년)에 축조된대구읍성의남문
•일제강점기철거되었던것을 1980년 중건

부 록ㅣ221

대구스타디움 고산정수장

노변동사직단



제5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제8호 의회보”는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내용 전반에 대

하여 수록하 으며, 의회보 발간을 통해 수성구의회를 종합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과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모든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위원장 김범섭

위 원 김순호

위 원 이병욱

위 원 김숙자

위 원 정 순

제8호 의회보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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