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혁 및 지역특성
목록으로
1. 행정구역변천
연

대

1938.11. 2
1963. 1. 1

1963. 1.16

1963. 12..1

1964. 7. 1
1965. 2. 1

연

혁

ㅇ 북부출장소설치
ㅇ 달성군에서 편입된 4개동(침산, 산격, 복현, 검단동 관할)
ㅇ 구제 실시에 따라 북부출장소와 공산면의 동변동과 서변동이
편입되어 북구로 승격(9개동)
- 침산, 산격, 복현, 검단, 칠성동1가, 칠성동2가, 태평로3가,
동변, 서변동
ㅇ 행정동운영설치(19개 행정동)
- 칠성1가, 칠성2가1구~3구, 태평로3가1구~3구, 침산1구~4구
산격1구~3구, 복현, 검단, 동변, 서변1구~2구동
ㅇ 태평로3가 → 태평로3가. 4가. 5가. 6가로 분동
(19개 행정동 → 22개 행정동 )
ㅇ 칠성2가일부를 태평로4가, 5가, 6가로 태평로3가 일부를
칠성2가로 경계조정
ㅇ 태평로3가를 중구로 편입(22개 행정동→21개 행정동)

1966. 1. 1

ㅇ 행정운영동 개편, 통.폐합(14개 행정동)
- 칠성1가, 칠성2가1구, 칠성2가2구, 태평로4가, 태평로5.6가,
침산1구, 침산2구, 산격1구, 산격2구, 산격3구, 복현, 검단, 동변
서변동
ㅇ 침산2구동 일부를 서구로 편입

1968. 7. 20

ㅇ 칠성2가2구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

1970. 7. 1

1977. 4. 1

ㅇ 침산1구동을 침산1구동과 침산3구동으로 행정 운영동 분동
(14개동→15개동)
ㅇ 동구 신암동 일부와 서구 원대2가동 일부와 원대4, 5, 6가동과
노곡동, 조야동을 편입(15개동→20개동)
ㅇ 태평4가동을 고성동1가로, 태평5.6가동을 고성동2.3가로 명칭
변경
ㅇ 동구 신암동 일부를 대현동으로, 서구 원대2가동 일부와 4가동을
노원1.2가동으로, 원대5.6가동을 노원3가동으로 명칭변경및 신설
ㅇ 대현동을 대현1동과 2동으로 분동하고 동변동과 서변동을 통합
하여 동서변동 신설
ㅇ 복현동 일부를 산격동으로 조정

1978. 8. 19

ㅇ 구청소재지를 칠성2가 470번지에서 고성동3가 1번지로 이전

1979. 5. 1

ㅇ 침산1동과 노원3가동의 경계 일부 조정

1975. 10. 1

ㅇ 노원3가동을 노원3가1동과 노원3가2동으로, 대현2동을 대현2동
과
1980. 4. 1
1981. 7. 1

대현3동으로 분동(20개동→22개동)

근거법령
부조례 제22호
법률 제 1174호
('62.11.21공포)

시조례 제289호
('63. 1. 22 공포)
시조례 제333호
('63. 9. 9 공포)

시조례 제1641호
('64. 6.1 공포)
시조례 제387호
('65. 1.27 공포)

시조례 제416호
('65. 11.10 공포)
시조례 제501호
('68. 6. 5 공포)
시조례 제610호
('70. 7. 1 공포)
대통령령 제7816호
('75. 9. 23 공포)
시조례 제 918호
('95. 10. 1 공포)

시조례 제919호
('95. 10. 1 공포)
시조례 제1017호
('77. 3. 23 공포)
시조례 제1128호
('78. 8. 19 공포)
시조례 제1180호
('79. 4. 30 공포)
시조례 제1181호
('79. 4. 30 공포)

ㅇ 고성1가동과 고성2.3가동을 통합하여 고성동으로 명칭변경
시조례 제1244호
( 22개동→21개동)
('80. 3.18 공포)
ㅇ 대구시 북구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
법률 제3424호
ㅇ 칠곡군 칠곡읍 전역이 편입 →칠곡출장소(13동) 신설
('81. 4. 13 공포)
-13개동 : 태전, 구암, 관음, 사수, 금호, 팔달, 매천, 동천, 읍내, 시조례 제1357호
학정, 동호, 국우, 도남동
('81. 6. 29 공포)

연

대

1982. 9. 1

연

혁

ㅇ 칠곡출장소 관할구역내에 칠곡1동, 칠곡2동 신설
(21개동→23개동)

1983. 3.15
1984. 8. 1

ㅇ 칠곡출장소 관할구역내에 칠곡3동 신설
(23개동→24개동)
ㅇ 구청소재지를 고성3가 1번지에서 침산3동 447-16번지로 이전

1987. 1. 1

ㅇ 동구 신암동 일부를 복현동으로, 동구 연경동을 동.서변동에
편입
ㅇ 동.서변동을 무태동으로 명칭변경

1990. 6. 1

ㅇ 복현동을 복현1동과 복현2동으로 분동(24개동→25개동)

1992. 9. 1

ㅇ 산격1동 일부와 산격3동 일부를 산격4동으로 분동(25개동 →

1994. 3. 25

('86.12.31 공포)
시조례 제2058호
('86.12.31 공포)
구조례 제157호
('90.5.22 공포)
구조례 제229호

구조례 제269호
('94. 3. 12 공포)

ㅇ 대구직할시 북구를 대구광역시 북구로 명칭변경

1995. 1. 16

ㅇ 법정동간 경계 일부 조정
- 동천동 일부를 구암동, 태전동, 읍내동으로
- 태전동 일부를 구암동으로
- 구암동 일부를 동천동으로
- 학정동 일부를 읍내동으로 조정
ㅇ 칠곡1동을 칠곡1동과 태전동으로 분동
(27개동→28개동)
ㅇ 법정동간 경계 일부조정
- 구암동 일부를 태전동으로 조정
ㅇ 칠곡출장소를 강북출장소로 명칭변경

1997. 1. 1

시조례 제1651호
('83. 3.11 공포)
시조례 제1817호
('84. 7.11 공포)
시조례 제2057호

법정동간 경계 일부조정
대현동 일부를 복현동으로
읍내동 일부를 태전동, 관음동으로
침산동 일부를 산격동으로
관음동 일부와 동천동 일부를 태전동, 읍내동으로
칠성2가동 일부를 칠성1가동으로
서변동 일부를 조야동으로 조정
칠곡1동을 칠곡1동과 관음동으로 분동(26개동→27개동)

1995. 1. 1

1996. 1. 20

('82. 7.24공포)

('92. 8.27 공포)

1994. 7. 1

3. 1

시조례 제1589호

26개동)
ㅇ
ㅇ

1995.

근 거 법 령

1997.10. 10

ㅇ 법정동간 경계 일부조정
- 칠성동2가 일부를 칠성동1가로
- 복현동 일부와 검단동 일부를 산격동으로
- 관음동 일부를 태전동으로
- 동천동 일부를 읍내동으로 조정

1998. 10.12

ㅇ 강북출장소 폐지
ㅇ 행정동 통.폐합(28개동→23개동)
- 칠성1가동과 칠성2가1동을 칠성1동으로 통폐합
- 노원3가1동과 노원3가2동을 노원3동으로 통폐합
- 대현2동과 대현3동을 대현2동으로 통폐합
- 무태동과 조야동을 무태조야동으로 통폐합
- 노곡동과 칠곡2동을 칠곡2동으로 통폐합
ㅇ 행정동 명칭변경
- 칠성2가2동을 칠성2동으로
- 노원1.2가동을 노원1.2동으로

구조례 제277호
('94.6.30 공포)
법률 제4789호
('94.12.20 공포)
구조례 제295호
('95. 1. 16 공포)

구조례 제308호
('95. 2. 28 공포)
구조례 제338호
('96. 1. 20 공포)
구조례 제375호
('96. 12. 30 공포)
구조례 제392호
('97. 10.10 공포)

구조례 제427호
('98.10.12. 공포)
구조례 제426호
('98.10.12공포)

구조례 제428호
('98.10.12공포)

연

대

연

혁

근 거 법 령

1999. 5. 24

ㅇ 행정동 통폐합
- 칠성1동과 칠성2동을 칠성동으로 통폐합

구조례 제451호
('99. 5. 24 공포)

1999. 6. 30

ㅇ 법정동간 경계 일부조정
- 동천동 일부 →국우동, 구암동 일부 →학정동
- 국우동 일부 →구암동, 학정동
- 학정동 일부 →동천동, 국우동
- 구암동 일부 →국우동

구조례 제455호
('99. 6. 30 공포)

2003. 3. 10

ㅇ
2005. 10. 10 ㅇ
2008. 05. 30 ㅇ

행정동 분동 및 동명칭 변경
칠곡1동 → 태전2동, 구암동
칠곡3동 → 읍내동, 동천동
태전동 명칭변경 → 태전1동
칠곡2동 명칭변경 → 관문동
법정동간 경계 일부조정
동천동 일부를 학정동으로
국우동 일부를 학정동으로 조정
법정동간 경계 일부 조정

- 매천동 일부를 태전동으로 조정

2008. 12. 01

ㅇ 구암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 구암동 784-5 → 구암동 788-1

2009.
2009.

4. 13
7. 1

2009.

7.

6

2011.

7.

4

- 구수산 도서관 개관
ㅇ행정동 분동 및 통합
- 동천동 → 동천동, 국우동
- 노원1,2동 + 노원3동 → 노원동
ㅇ동천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 동천동 969-9 → 동천동 930-2
ㅇ대현1.2동 → 대현동 통합

구조례 제610호
(2003.3.10공포)

구조례 제686호
(2005.10.10공포)
구조례 제763호
(2008.05.30공포)
구조례 제855호
(2008.12.01공포)
구조례 제908호
(2009.05.11공포)
구조례 제918호
(2009.08.06공포)
구조례 제977호
(2011.06.10공포)

자료:총무과

2. 지역특성
○ 대구교통의 요충지
북구는 시내로 신천대로와 신천동로를 거쳐 시외곽에 위치한 칠곡I.C, 북대구I.C, 금호J.C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와 바로 통하고, 경부고속철도와
대구 안동간 연결되어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 대구최대의 첨단산업 복합도시
전시컨벤션센터(대구 EXCO)가 소재하고 있는 산격동의 유통단지를 비롯하여, 노원동을 중심
으로 2,5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 3공단과 안경산업특구 및 검단동의 국가지정
검단지방산업단지에 산재해 있는 중소사업체는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을뿐 아니라, 성장력이 무한한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산업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문화의 도시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북구문화예술회관, 구립 구수산도서관 등 크고 작은 문화공간에서는
다양하고 질높은 정보제공과 문화행사로 지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북구민
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운암지 휴식공원과 생태학습공원인 동화천, 팔거천 수변지구는
도시속의 친환경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