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생활권 설정

제1절 인구추계

제2절 생활권 현황

제3절 생활권의 재구성





제3장 생활권 설정

VISION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_197

제3장 생활권 설정

제1절 인구추계

1. 인구추이

◦ 수성구의 인구는 1992년 419,265명에서 1997년 469,872명으로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438,61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현재는 462,493명에 이름.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 많이 높지 않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구 세대 인구밀도
(명/㎢) 면적(㎢)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세대 인구밀도
(명/㎢) 면적(㎢) 65세 이상

고령자

1992년 2,286,305 663,759 5,015 455.9 94,435 419,265 119,134 5,447 76.97 18,829

1993년 2,315,353 683,790 5,079 455.9 98,141 426,422 123,610 5,540 76.97 19,575

1994년 2,346,956 702,988 5,145 456.17 102,284 441,229 129,617 5,770 76.47 20,654

1995년 2,485,977 757,886 2,807 885.51 114,217 457,130 136,024 5,978 76.47 21,767

1996년 2,490,960 768,483 2,813 885.56 118,992 469,508 114,298 6,140 76.47 23,004

1997년 2,501,928 782,422 2,825 885.54 125,442 469,872 143,486 6,146 76.45 24,403

1998년 2,504,645 779,433 2,828 885.53 131,633 463,171 142,066 6,058 76.45 25,468

1999년 2,517,203 789,891 2,842 885.61 140,224 461,510 142,625 6,037 76.45 27,174

2000년 2,538,212 805,779 2,866 885.61 149,045 460,712 144,328 6,026 76.45 28,622

2001년 2,539,587 815,709 2,868 885.62 157,269 457,704 144,550 5,986 76.46 29,894

2002년 2,540,647 827,177 2,869 885.7 165,816 448,135 141,698 5,860 76.47 30,860

2003년 2,544,811 845,242 2,873 885.68 175,110 449,475 143,946 5,878 76.47 32,538

2004년 2,539,738 853,142 2,868 885.58 186,250 445,039 143,965 5,821 76.45 34,214

2005년 2,525,836 865,766 2,856 884.46 195,419 438,612 144,890 5,734 76.49 35,138

2006년 2,513,219 875,173 2,842 884.33 206,158 441,549 147,699 5,775 76.46 36,828

2007년 2,512,670 883,920 2,842 884.09 220,985 448,695 151,031 5,868 76.46 39,353

2008년 2,512,604 894,969 2,842 884.07 232,500 453,265 153,291 5,928 76.46 41,524

2009년 2,509,187 906,470 2,838 884.07 242,370 457,670 155,905 5,986 76.46 43,408

2010년 2,532,077 934,598 2,864 884.07 252,084 463,368 160,501 6,060 76.46 44,991

2011년 2,529,285 940,770 2,862 883.68 260,038 462,493 161,277 6,049 76.46 46,261

▼ 수성구 인구추이
(단위 : 명,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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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인구추이

2. 계획인구

◦ 인구지표는 지역성장과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통합적인 측정지표로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데, 토지이용, 생활권계획, 관광․통신계획, 상․하수도계획 등의 양적 개

발지표 설정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됨.

◦ 수성구의 장래 계획인구 추계는 과거 10년간의 추세인구와 사회적 인구추계를 통

해 설정하도록 함.

◦ 수성구의 사회적 증가요인은 주로 시가지내 공동주택, 주상복합, 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들이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과거추세를 이용한 추정
◦ 과거추세에 따른 인구예측은 2001년에서 2011년까지의 시계열 인구통계자료를 가

지고 2012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구를 추정

◦ 예측인구는 1차적으로 수리적인 추정방법으로 시계열 분석방법 중 등차급수, 최소

자승법, 지수곡선식과 회귀분석 지수, 선형, 로그 추세에 의해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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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20년

등차급수 468,874 476,851

등비급수 469,021 477,311

최소자승법 468,383 478,708

회귀분석

지수 461,185 467,454

선형 448,982 455,164

로그 450,933 453,001

산술평균 461,230 468,081

▼ 과거추세를 이용한 인구추정
(단위 : 명)

▮ 사회적 증가에 의한 추정
◦ 기 수립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외부인구 유입을 추정하는 것으로 수성구는 시가

지내 공동주택건설에 기초하여 사회적 인구 증가를 추정

◦ 수성구의 2012년 4월 말 현재 공동주택건설 추진(예정)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

면, 2015년까지 공동주택 3건, 재건축 7건, 도시형생활주택 4건, 주상복합 1건으로

총 15건의 공동주택건설이 추진 중이며 2016년 수성의료지구 내 주택공급계획과

향후 추진예정인 공동주택 및 재건축 10건 등을 2020년까지 사회적 인구 증가로

추정

준공예정 구분 신규 세대수 세대당 인구 인구증가 전망치
총 인구증가

(외부유입인구)

2015년

공동주택 1,126 2.8 3,153

9,544
재건축 1,421 2.8 3,979

도시형생활주택 477 1 477

주상복합 706 2.74 1,935

2016년 수성의료지구 2,088 2.8 5,846 5,846

미확정
공동주택 1,357 2.7 3,664

13,379
재건축 3,598 2.7 9,715

합 계 28,769

▼ 사회적 증가에 의한 추정
(단위 : 세대, 명)

주1 :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당 인구는 1로 가정

주2 : 수성의료지구의 세대당 인구는 개발계획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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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인구 설정

◦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목표연도의 자연적 증가인구를 설정하고, 주택건

설과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감안하여 목표인구를 설정

◦ 수성구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에 따른 사회적 증가를 확정함에 있어 외부에서 50%

의 인구가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수성구 내부인구 이동 요인으로 간주하여 목표

연도 인구를 설정

◦ 수성구의 인구는 2015년에 466,002명, 2020년 477,69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약 48만 명의 인구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

◦ 세대수는 핵가족과 독신가구의 증가로 세대당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대당 인구는 2015년 2.73명, 2020년 2.5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세대수는 185,297세대로 추정

구분 2015 2020

자연적 인구증가 461,230 468,081

사회적 인구증가 9,544 19,225

계획인구 A 470,774 487,306

계획인구 B (사회적 인구증가 50% 적용) 466,002 (4,772) 477,694 (9,798)

세대당 인구 2.73 2.58

세대수 170,416 185,297

▼ 수성구 목표인구
(단위 : 명, 세대)

▲ 수성구 목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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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활권 현황

1. 『대구장기발전계획』의 수성구 생활권 구상

◦ 이 계획은 행정구역과 지형, 물리적 장애요소, 실제 생활 활동영역을 감안하여 대

구시를 10개의 대생활권으로 구분

◦ 이 계획에서 수성구는 행정구역과는 달리 가창지역까지 포함하는 수성대권에 포함

되어 있음.

 대생활권 : 수성대권

 중생활권 : 6개(수성, 만촌, 황금, 고산, 지산, 가창)

 지역중심 : 만촌, 지산, 범어, 황금

2.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수성구 생활권 구상

◦ 이 계획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근린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

권으로 구분하여 설정

◦ 수성구는 수성대권 전체(범어, 황금, 지산, 고산)와 동대구대권의 일부(만촌)를 포함

하는 5개의 중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중생활권 지구중심 비고

수성대권 4개(지산, 범어, 황금, 고산) 지산, 범어, 황금, 고산 -

동대구대권 1개(만촌) 만촌 -

자료 : 대구광역시,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참조

▼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의 수성구 생활권 구분

◦ 수성대권은 교육, 체육․문화, 첨단생명산업, 주거기능 등을 담당토록 설정되어 있

고, 동대구대권은 수성구의 관문기능, 중추기능, 문화․업무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계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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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능 주요시설 개발방향

수성대권

ㆍ교육기능

ㆍ체육ㆍ문화기능

ㆍ첨단생명산업기능

ㆍ주거기능

ㆍ교육시설

ㆍ체육ㆍ레포츠 시설

ㆍ첨단생명산업단지

ㆍ친환경적 주거단지

ㆍ교육시설의 다양화 및 정비 강화

ㆍ대규모 운동시설ㆍ문화시설 확충 및 연계

ㆍ한방바이오단지 조성

ㆍ자연 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동대구대권

ㆍ관문기능

ㆍ중추기능

ㆍ문화ㆍ업무기능

ㆍ고속철도역

ㆍ복합업무단지

ㆍ문화, 정보통신

ㆍ광역접근 및 환승기능 강화

ㆍ복합비즈니스 단지 조성

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기능 강화

자료 : 대구광역시,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참조

▼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별 개발방향

▲ 2020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광역시 대생활권별 발전방향

  

▲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생활권별 발전방향

  

3. 『VISION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생활권 계획

◦ 「VISION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는 3개의 대생활권, 7개의 중생활권

으로 설정

 범어대권 : 수성중권, 만촌중권 및 범어중권의 3개의 중권을 설정

 두산대권 : 상동중동중권, 파동중권 그리고 지산범물중권의 3개의 중권을 설정

 고산대권 : 고산1,2,3동 전체 지역을 하나의 고산중권으로 묶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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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2016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생활권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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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생활권의 재구성

1. 생활권 재구성의 기본방향

◦ 주민들의 도시생활 중심시설에 대한 수요와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수성구에 오랫

동안 거주했던 지역연구 전문가, 그리고 주요도로망 등과 같은 도시 시설물과 자연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생활, 장래발전 방향에 적합하도록 생활권을

재설정

 대생활권은 수성구 공간구조와 특성에 적합하게 3개의 대권으로 설정(범어대권,

두산대권, 고산대권)

 중생활권은 주요 도로망 및 지형 등을 고려하고, 생활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

요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설정

 소생활권의 구분은 주요근린시설에 대한 이동패턴을 중심으로 설정

2. 생활권 설정

◦ 기존 「VISION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상의 생활권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3개의 대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공간구조와 특성에 부합되게 공간별 기능을 부여

◦ 중생활권은 주요 도로망 및 지형 등을 고려하고 생활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를 파악하여 기존 「VISION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고산중권을 시지

중권과 신매중권으로 분리

◦ 「VISION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생활권 설정은 3개의 대생활권, 8개

의 중생활권으로 구성

 범어대권 : 수성중권, 만촌중권, 범어중권

 두산대권 : 두산중권, 지산․범물중권, 파동중권

 고산대권 : 시지중권, 신매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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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범어대권

수성중권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범어3동

만촌중권 만촌1동, 만촌2동, 범어2동

범어중권 범어1동, 범어4동, 만촌3동, 황금1동

두산대권

두산중권 중동, 황금2동, 상동, 두산동

지산․범물중권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파동중권 파동

고산대권

시지중권 고산2동

신매중권 고산1동, 고산3동

▼ 「VISION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생활권 구성

▲ 「VISION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생활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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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별 인구배분

◦ 생활권별 인구는 목표연도 2020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2001년에서 2011년까지의 각

동별 인구비중을 바탕으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각 동별 인구 비중을 추정하여

배분함.

◦ 범어대권과 고산대권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두산대권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어 대권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특히 지산․범물중권에서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

역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생활권 중생활권 2011년 2020년

범어대권

수성중권 61,541 60,320

만촌중권 52,542 61,061

범어중권 88,265 111,513

두산대권

두산중권 57,698 53,973

지산․범물중권 85,604 69,863

파동중권 13,808 10,331

고산대권

시지중권 30,644 33,820

신매중권 72,391 76,813

▼ 생활권별 인구배분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