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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동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구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
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 서로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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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는 구정의 중요정책 결정과 조례와 예산안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 감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민 권익을 대변해 오고 있으며, 집행
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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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 선거에 의해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14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
대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 2년이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사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4급인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계
사무국장 전 문 위 원 사 무 직 원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소관에 따라 운 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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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개정·폐지 및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가하는일

의회운 을위한임시회소집, 회의규칙제정등의권한

구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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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 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 되고 있다.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구의회 사무국장이 구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전에 하며,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

의회운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현재는 운 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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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 한다. 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운 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 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구의 기획조정실,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구의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구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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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대학교 1년 중퇴

(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3선) (2014년)

(전)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총괄조직위원회 특보 (2012년)

(전) 6대 동구의회 전반기 운 행정위원장 (2006년)

(전) 전투기소음피해주민대책 본부장 (2000년)

(전) 방촌동 새마을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 청년회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14 (방촌동)
TEL 662-2050    H·P 010-2517-4462

의 장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사회학 석사(사회정책 및 NGO 전공) 졸업

(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3선)

(전) 대구 KBS 주부리포터

(전)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장

(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연설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정협의회 모범의정봉사상 수상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16, 701호 (효목동)
TEL 662-2052  H·P 010-8686-7576

부의장

의원총람

선 거 구 : 라 선거구(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선 거 구 : 나 선거구(신천동, 효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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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문대 졸, 경일대학교 졸

(현)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운 행정위원장

(전) 제6대 동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전) 대구 동구 자연보호위원회 동구 수석부회장

(전) 동구 신천1동 자율방범대장

재구 상주향우회 부회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1길 22(신천동)

TEL 662-3402 H·P 010-3509-9545

선거구 : 라 선거구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재학
(현) 지성학원 원장
(현) 동구 독거노인 후원회 회원
(현)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지회 이사
(전) 동구 28개초등학교 운 위원장 협의회 회장
(전) 동촌동주민자치위원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54(검사동)
TEL 662-3417  H·P 010-3328-7430

선거구 : 다 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해서초·중앙중·성광고·대구미래대학 졸
(전) 5대, 6대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운 행정위원장
(전) 대구시 4-H 시연합회장
(전) 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연합회장
(전) 한국BBS 대구동부 부지부장
(전) 불로봉무동 방위협의회, 경로후원회, 자율방범대 회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9길 25-1, 103동 502호
(불로동, 반석에메랄드타운)
TEL 662-3404     H·P 010-2200-1992

선 거 구 : 나 선거구(신천동, 효목동)위원장

신종하(辛鍾夏)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학력 및 경력 | | 학력 및 경력 |
서정해(徐廷海)부위원장

선거구 : 마 선거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졸
(전) 대구 신기중학교 운 위원장
(현) (주)세원이앤아이 대표이사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여성지회회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101, 1동 106호(율하동, 신혼빌라)
TEL 662-3424     H·P 010-6508-0375

위 원

| 학력 및 경력 | 이재숙(李在淑) 위원

차수환(車洙煥) 위원

선거구 : 바 선거구(안심3·4동)

대구공업전문대학 요업과 졸업
(현) 녹색어머니회
(현) 반야월농협 주부대학 제17기 회장
(전) 안심중학교 운 위원장
(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123, 109동 903호(각산동, 태 데시앙)
TEL 662-3406     H·P 010-6569-5866

위 원

| 학력 및 경력 | 정인숙(鄭仁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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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 법학동문회 부회장

(전) 동부초등학교육성회 회장

(전)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신암1동 바르게살기위원장

(전) 신암새마을금고이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로 21(신암동)
TEL 662-3413 H·P 010-3539-2108

선거구 : 동구 비례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 학과 졸업
(현)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중앙위원
(현) (사)대구 동구 자원봉사센타 이사
(현)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 대구율하초등학교 운 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신기중학교 운 위원회 위원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101, 1동 202호(율하동, 신혼빌라)
TEL 662-3405     H·P 010-2544-6663

선거구 : 다 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공산초·공산중·대구고등방송통신고·
경일대학교(경 관리학과) 졸업
(현) 공산초등, 공산중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도평동·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현) 해서초등학교 운 위원회 위원장
(전) 동구의회 6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복지산업위원장
(전) 동구의회 3대·4대·5대·6대의원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8길 93-16(도동)
TEL 662-3426   H·P 010-6806-5000

선 거 구 : 가 선거구(신암동)위원장

김원재(金元載)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학력 및 경력 | | 학력 및 경력 |박종희(朴鍾喜)부위원장

선거구 : 나 선거구
(신천동, 효목동)

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치행정학과 졸업

(현) 대구동구사랑봉사단 단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문위원

(현) 새누리당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 당협운 위원회 부위원장

(현) 효신초등학교 운 위원장

대한적십자 동구지회 목화봉사단 고문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107동 1203호(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TEL 662-3427     H·P 010-8001-4785

위 원

| 학력 및 경력 |
김옥란(金玉蘭) 위원

김종태(金鍾泰) 위원

선거구 : 가 선거구
(신암동)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현) 대구 동구의회 의원(3선)
(현) 대구대학교 공무원 노사관계연구소 초빙연구원
(현) 새누리당 동구갑 지구당 부위원장
(전) 팔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12년)
(전) 동신초등·아양중학교 운 위원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16길 16, 107동 203호(신천동, 신천가람타운)
TEL 662-3407    H·P : 010-3501-5230

위 원

| 학력 및 경력 | 전 권(全榮權)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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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 국제로타리3700지구 강동로타리클럽회장
(전) 반야월농협 이사
(전)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미래희망 대책 위원
안심3.4동 주민자치위원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부위원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21, 104동 2003호(신서동, 화성파크드림)
TEL 662-3423 H·P 010-3515-4321

선거구 : 동구 비례

경산1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현) 21세기생활정치연구소 복지분과 위원장
(전) 인사하기운동본부 상임위원
(전) 소년소녀가장 돌보미센터 운 위원
보육교육사 2급
케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0, 103동 1204호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더샵1차)
TEL 662-3416   H·P 010-4533-2503

선거구 : 마 선거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대구상업고등학교 (현 대구상원고등학교) 졸업
(현) 사랑의 손잡기실천본부이사
(전) 해안 향우회 회장
(전) 동구의회 4대 전반기 의장
(전)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구의회 2대·3대·4대·6대 의원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옻골로 126(둔산동)
TEL 662-3425     H·P 010-3532-1844

선 거 구 : 바 선거구(안심3·4동)위원장

최걸 (崔杰永)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학력 및 경력 | | 학력 및 경력 |노남옥(盧男玉)부위원장

선거구 : 나 선거구
(신천동, 효목동)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사회학 석사(사회정책 및 NGO 전공) 졸업
(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3선)
(전) 대구 KBS 주부리포터
(전)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장
(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연설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정협의회 모범의정봉사상 수상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16, 701호 (효목동)
TEL 662-2052  H·P 010-8686-7576

위 원

| 학력 및 경력 | 박소 (朴昭映) 부의장

선거구 : 가 선거구
(신암동)

남외국어대학 부동산 재태크과 졸업
(현)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신암새마을금고 감사
(전) (주)신복건설 대구경북지사장
환경부장관표창
대한적십자총재 표창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5길 35(신암동)
TEL 662-3414    H·P : 010-8570-2635

위 원

| 학력 및 경력 | 권오수(權五守) 위원

최대석(崔大錫)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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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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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쪽으로 안심3·4동 금호강변 섬챙이와 윗말을 경계로 경산시, 서쪽으로
공산동 도덕산을 경계로 칠곡군 동명면, 북쪽으로 공산동(도학동) 팔공산 정상을
사이에두고 천시신령면과군위군부계면과경계를이루고있다.

심벌마크

구화(區花) : 철쭉- 인내심이강하고양보절제하는구민의정신
구목(區木) : 고로쇠나무- 활기차고풍요롭게발전하는구민의기상
구조(區鳥) : 까치- 진실되고참된삶을전달하고화합과희망을

상징하는구민의기질

팔공산의일출과금호강등우리구의수려한자연경관을형상화하
으며시각적으로달려가는인간형상을취함으로써미래지향적인

구민의진취적기상을표현

동구안내

행정구역및상징

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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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명소

동화사는 유서깊은 신라 고찰로서 폭포골, 빈대골, 수숫골이 좌우로
몰려든 도학동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493년 극달화상이 창건하 으며,
당시 이름은 유가사 다. 그 후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 꽃이
상서롭게 피어 있어 동화사(桐華寺)라 고쳐 불 다.
조선 조시대에 지어진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웅대한 건물로
뒤틀린 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해 자연미를 살리고 있으며 석가
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을 모시고 있다.

‘절의 좌우계곡에서 흐르는 9개의 물줄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은다’
는 의미에서 유래된 파계사(把溪寺)는 804년에 창건되었으며 주변으로
울창한 숲, 맑은 계곡이 선경을 이루고 있어 마치 속세를 벗어난 듯한
기분에 젖어들게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원통전을 중심으로 진동루, 설선당, 적묵당 등 격조
높은 당우 4채가‘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원통전은 파계사의 중심
전각으로 조대왕의 도포가 발견되어 세간에 관심을 모았으며 내부에
건찰관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부인사는 동화사의 말사로 7세기경에 창건되었으며 신라시대에 선덕
여왕의 축원당으로 사세를 크게 떨쳤다. 경내에 선덕여왕을 모시는
사당인 숭모전이 있어 매년 음력 3월에 제를 올리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이곳에서
보관하 다. 이 초조대장경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내에는 대웅전, 삼성각 등이 있다.

경주최씨 광정공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현재 20여 호
고가들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종가는 조선
인조때 학자 대암 최동집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주택이다. ‘ㄷ’자
형의 안채와‘ㅡ’자형의 사랑채를 주축으로 사랑채의 동쪽 방향 토담
안에 재실로 사용되는 보본당이 있고, 안채의 동쪽과 보본당의 뒤쪽에
접하여 가묘와 별묘가 각각 일곽의 흙담장 안에 배치되어 있다.
대구 지역의 조선시대 주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400년)로
안채와 사랑채, 재실, 가묘, 별묘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
대 양반건축과 그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옻골마을 경주최씨 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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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변에 위치한 동촌유원지는 울창한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유원지로는 으뜸가는 대구의 명소이다.
해맞이다리, 유선장, 체육시설, 유기장 및 상가 약 60여 곳 등 각종
위락시설이 있으며 주위경관이 아름다워 여인들이 즐겨 가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 시민의 오랜 휴식처로 옛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불로동에서 동쪽으로 2km 거리에 강을 낀 향산이 있고, 이 산의 북쪽
으로 울창한 숲이 도동측백나무 숲이다.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인 측백
나무는 큰 것이 높이가 20m에 이르지만 이 곳의 측백나무는 토양이
척박하고 바위틈이나 메마른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큰 나무가 5~7m
정도이다.
측백나무의 남한지로서 식물지리학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1962년
천연기념물제1호로지정되었다. 또한, 이곳은조선조대구가낳은대학자인
서거정 선생이 찬미한 대구 10경 중 한 곳으로, 절벽아래를 흐르는
계곡수와 서정적인 도로의 풍경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방짜유기박물관은 전국 최초로 방짜유기를 테마로 한 전문박물관이다.
1983년 정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유기장 이봉주
선생이 평생 수집, 제작한 방짜유기 275종 1,480점을 무상으로 기증
받아 소장하고 있다. 대지면적 17,880㎡에 건축연면적 3,758㎡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문화사랑방, 상교육실,
야외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팔공산 동화사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18 대구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민안전교육 및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안전
테마파크이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위하여 특화된 지하철
안전전시관을 비롯하여 산악안전전시관, 지진안전전시관, 미래안전
상관 등을 운 하고 있다.

동촌유원지

도동 측백나무숲

방짜유기박물관

시민안전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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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는 일명 양앵두 또는 버찌라 불리운다. 상동 체리는 재배조건이

특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동구만의 특화작물로

특히, 항산화물질과 암예방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이다.

·문의 : ☎ 053)982-4011

※ 이 외에도 평광사과, 청정미나리, 밤호박, 포도, 복숭아
등이 있다.

동구 불로동, 봉무동 일대에 70여개의 목공예 업소가 집단화 되어

목공예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불로목공예촌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전국제품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어

품질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목공예품 주문 및 문의 : ☎ 053) 984-7784

평광 마을은 팔공산 마을 전체가 마사토로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될 뿐 아니라 심층계곡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과 주변 산야초를 이용한
퇴비 자원과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질 비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과가 익을 무렵엔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육질이 단단하고
사과 속에 꿀이 들어있다 하여 일명『평광 꿀 사과』라고 부른다. 

·문의 : ☎ 053)982-0411

초제와 농약을 사용치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웰빙작물로 식용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인다. 반야월 연근은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정신을 맑게 하는데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의 : ☎ 053) 962-2881

불로 목공예

평 광 사 과

반야월 연근

특산물 안내

상동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