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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표분석

제1절 대구시 구․군별 지표분석

1. 인구

▮ 구․군별 인구 추이
◦ 수성구는 2001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도심 및 주변 자치구와는 대조를

보임.

구분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001년 2,539,587 90,097 336,999 282,847 193,064 416,227 457,704 604,371 158,278

2002년 2,540,647 87,611 333,867 275,323 190,239 437,162 448,135 610,513 157,797

2003년 2,544,811 84,104 340,382 267,106 186,037 448,539 449,475 609,106 160,062

2004년 2,539,738 80,505 345,241 260,284 181,886 461,896 445,039 606,679 158,208

2005년 2,525,836 80,693 345,096 252,881 180,571 466,768 438,612 600,852 160,363

2006년 2,513,219 79,255 339,072 245,587 181,158 470,856 441,549 595,049 160,693

2007년 2,512,670 79,776 337,460 239,868 179,321 466,661 448,695 598,035 162,854

2008년 2,512,604 79,496 332,409 230,761 176,151 465,483 453,265 601,678 173,361

2009년 2,509,187 78,226 332,787 227,006 172,701 457,382 457,670 604,938 178,477

2010년 2,532,077 78,545 338,899 226,394 172,066 456,629 463,368 614,553 181,623

2011년 2,529,285 77,319 342,715 224,552 169,995 454,135 462,493 614,437 183,639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통계연보」, 2011.

▼ 대구시 구․군별 인구 추이(2001-2011)
(단위 : 명)

▮ 고령 인구
◦ 수성구의 고령인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낮지만 꾸준한 증가 추

세를 보여 2010년에는 약 1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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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005 196,522 10,020 32,552 20,484 19,628 30,541 34,247 35,401 13,649

비율 8.00 13.45 9.75 8.42 10.92 6.65 8.05 5.99 9.14

2010 251,516 11,951 41,604 25,251 24,419 39,931 44,364 46,914 17,082

비율 10.34 16.51 13.04 12.00 14.55 8.87 9.99 7.81 10.2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2010.

▼ 대구시 구․군별 고령인구 비율
(단위 : 명, %)

▮ 고학력 인구
◦ 수성구의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비율은 2005년 25.3%에서 2010년 28.2%로 증가

하였으며,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임.

구분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005년

6세 이상 2,308,556 71,604 313,500 231,816 171,795 424,183 403,869 554,423 137,366

대졸이상 379,951 12,333 47,628 18,175 28,074 67,745 102,062 89,749 14,185

비율 16.5% 17.2% 15.2% 7.8% 16.3% 16.0% 25.3% 16.2% 10.3%

2010년

6세 이상 2,309,881 69,531 302,427 203,123 161,802 423,571 424,641 569,444 155,342

대졸이상 416,167 14,408 47,819 18,708 27,509 67,612 119,584 101,124 19,403

비율 18.0% 20.7% 15.8% 9.2% 17.0% 16.0% 28.2% 17.8% 12.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2010.

▼ 대구시 구․군별 고학력 인구(6세 이상)
(단위 : 명, %)

2. 교육

▮ 초등학생 순 전입률
◦ 초등학생 순전입 비율은 대부분의 구․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수성구는

단연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룸.

▮ 4년제 대학진학률

◦ 초·중등교육의 산출지표의 하나인 4년제 대학진학률에서도 수성구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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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초등학생
순 전입률

2009 0.30 -2.10 -3.00 -1.40 -1.30 6.40 1.10 -0.10

2011 -0.80 -1.00 -2.10 -1.70 -1.90 4.70 1.10 -2.10

4년제
대학진학률

2009 56.20 43.00 44.10 46.80 65.40 63.10 51.60 50.20

2011 57.30 58.20 50.70 65.80 56.30 61.90 58.40 56.80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공시서비스(www.schoolinfo.go.kr).

▼ 초등학생 순 전입률과 4년제 대학진학률
(단위 : %)

3. 주거환경

▮ 아파트 비중
◦ 수성구의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은 75.3%로 높아 달서구, 북구, 달성군과

함께 새로운 주거도시로서의 특성을 보임.

◦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자칫 단조롭고 획일화될 우려가 있음.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0.

▲ 대구시 구․군별 아파트 비중

▮ 노후주택 비중
◦ 아파트와 노후주택은 상호 반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수성구의 노후주택 비중

은 다른 구․군에 비해 낮음.

◦ 단, 만촌동, 두산동 등에 넓게 분포하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리가 주택시가지 정

비의 과제로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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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노후주택
비율

2005 42.46 16.66 17.49 26.45 8.51 7.83 2.27 11.46

2010 31.60 12.09 12.73 22.38 5.83 5.09 1.81 7.08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통계연보」, 2006, 2011.

▼ 대구시 구․군별 노후주택 비율
(단위 ; %)

4. 기반시설

▮ 주차장 확보율
◦ 수성구의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비율이 높은 반면 주차장 확보율이 76.8%로 상대

적으로 낮아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자치구·군의 공원 면적에는 시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포함되며, 여기

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1)을 대상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2)

을 정리함.

◦ 수성구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0년 기준으로 8.54㎡이며, 이는 달성군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수치임.

구 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주차장
확보율

2006 254.47 54.27 68.37 70.70 67.60 69.15 76.80 64.08

2010 182.10 52.22 72.21 81.11 81.38 76.80 93.95 97.3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006 3.24 9.33 1.75 93.64 3.22 46.96 6.74 188.79

2010 2.98 6.18 1.96 0.73 3.44 8.54 6.57 34.54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통계연보」, 2007, 2011.

▼ 주차장 확보율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

1)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

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됨.

2) 도시공원 면적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면적의 합으로, 도시자연공원 면적

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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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복지

▮ 문화시설 수
◦ 문화시설의 접근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3) 수를 조

사한 결과, 2010년 현재 수성구는 1.95개로 중구, 동구, 북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수
◦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4) 수를 파악하여 자치구별 복지수준을 간접적으로 평

가한 결과, 2009년 기준 수성구는 3.07개로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병상 수
◦ 의료서비스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고 할 수 있음.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

관의 병상 수를 파악한 결과, 2009년 기준 수성구는 5.52개에 불과하여 대구시 자

치구 중 병상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평가됨.

◦ 수성구의 경우 중구, 남구, 서구와는 달리 경북대학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

학병원, 대구의료원 등 많은 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이 부재한 데 기인함.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006 6.36 1.78 0.82 1.66 0.64 0.45 1.53 0.63

2010 8.99 2.37 1.78 1.75 1.99 1.95 1.81 1.12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2005 6.24 5.23 1.99 5.00 1.94 3.89 0.84 3.16

2009 7.73 5.43 6.66 5.24 1.76 3.07 1.67 7.95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05 36.41 6.87 5.38 15.79 5.33 4.56 7.05 6.43

2009 38.78 10.35 13.63 21.24 10.02 5.52 10.08 9.4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문화·복지 부문 지표
(단위 : 개)

3) 등록 공연장 및 문예회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전국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

관·미술관, 공사립 도서관

4)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복지시설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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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주요 도시별 지표분석

▮ 주요 도시간 지표 분석 의의
◦ 수성구와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서울 및 부산의 선진적인 7개 기초 지자

체를 대상으로 인구, 복지, 생활, 교육, 보건 등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함.

 서울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 국내의 주요 도시와의 지표 비교를 통해 수성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약점과 강

점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구규모·인구증가율

◦ 인구면에서 수성구의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서울의 서초구, 영등포구 및 부산의

해운대구와 비슷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평균 인구 증가율에서 수성구는 1.25%로 서초구와 금정구에 이어서 높게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통계연보, 2011.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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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고령인구비율

◦ 수성구의 고령인구는 약 44천명으로 강남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와 비슷

하며 부산진구는 전체 인구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

음.

◦ 수성구의 고령자 인구비율은 9.7%로서 비교 도시 평균 정도의 수준이며 부산진구

와 금정구 등 부산의 지자체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통계연보, 2011.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수는 부산진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수성구도 인구 및 세

대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서울의 모든 지자체는 수성구에 비해 수급세대 수가 현저히 적으며 특히 서초구와

는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므로 차별화된 도시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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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수

▮ 1인당 공원면적

◦ 1인당 공원면적은 8.5㎡로서 최소 기준보다 높은 환경을 유지하며 다른 구와 비교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단, 서초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원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

로 그 원인과 시책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1인당 공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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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수·주차장 확보율

◦ 수성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에도 미치지 못하여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주차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공교육과 직접 관련되며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로서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교원 1인당 학생 수 19.5명은 부산진구와 금정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로서

수성구의 교육 여건 재검토와 사교육에서 공교육 전환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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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의료·보건의 객관적 지표로서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지표

◦ 수성구는 대형병원이 부재하며 1차 의료 중심의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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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인력 수
◦ 상기한 이유에 의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인력 수 또한 다른 구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결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의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적인 의

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함.

자료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통계연보, 2011.

대구시 수성구, 통계연보, 2011.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