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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사통팔달 열린 길로 사람들이 찾아 들고,

사월이면 온 들에 자두꽃

유월에 포도송이 가지마다 영그네.

바람처럼 달려온 KTX

또 다른 꿈을 찾고

산업단지, 스포츠 타운 열기

젊은이들이 분주하네.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며

과거와 미래가 호흡하는 곳

어찌 여기 김천에서

행복을

꿈꾸지 아니할 수 있을까?



시의 상징 / 도시브랜드 슬로건 / 김천시민의 노래

심벌마크
21세기를 맞는 희망찬 도시인 김천시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삼산이수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강조하
기 위하여 태양, 산, 강물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활기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김천의 미래와 김천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며, 태양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는 산의 형상은 금오산, 대덕산, 황악산을 나
타낸다.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청색의 힘찬 붓놀림은 감천과 직지천이 합류하여 낙동강의 지류를 이루
는 모습을 의미한다.

시조-왜가리
생김새가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품위와 풍요를 상징하는 새로 김천의 번영을 의미한다.

시화-자두꽃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자두는 이른 봄 강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하여 꽃말은 다산, 순
수 등으로 인구가 늘고 왕성한 시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시목-소나무
십장생 중의 하나로 우리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굳건한 기상과 절개를 나타내고 있어 김천시민의 기상과 잘 어울린다.

농악 캐릭터·금동이, 금송이
금동이와 금송이는 토속적이고 친근미가 물씬 풍기는 이름으로 금(金)은 김천의 옛 지명에서 따왔다. 
[금동이]는 금과 같이 귀하게 사랑받으며 21C 김천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꿈 많은 동자이다. [금송
이]는 금동이와 함께 어울려 미래의 꿈을 펼쳐가는 친근한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포도 캐릭터·새코미, 달코미(코미남매)
귀여운 이미지인 『 코미 』로 정하여 남녀를 각각 [새코미, 달코미]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통칭은 코미남
매이다. [새코미], [달코미]는 포도의 달콤새콤한 맛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귀엽게 의인화시켜 재미있게 
표현한 이름이다.

•황새목 백로과의 새
•전체길이 : 91 ~ 102㎝
•얕은 물에서 물고기, 개구리, 가재 등을 먹이로 함
•교목의 꼭대기에 집을 만들며 번식기는 4~7월이다.

•겉씨 식물, 구과목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교목
•한국과 중국의 북동부 우수리 일본 등에 분포
•높이 35m, 지름 1.8m까지 자람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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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 슬로건
김천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 센트럴 김천은 시민에게 도시비전과 애향심의 핵심 축을 제시하며    외
부인에게는 김천을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인지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다.
Central Gimcheon은 함축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며 살기 좋은 행복의 중심도시를 의미한다.

김천시민의 노래

김천시민의노래
최동선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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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 지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도모해왔습니다. 김천시도 ‘시민이 행복한, 살

맛나는 김천’을 목표로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스무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는 2006년 7월 민선 4대 시장에 취임하면서 김천을 ‘활력이 넘치는 생산형 도시’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런 다짐은 민선4·5·6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졌고, 쉼 없는 모색

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는 수많은 성과

와 발전을 일궈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김천’을 향한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발간사

민선1·2·3기 박팔용 시장 시기에 김천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KTX김천(구미)역과 김천혁신도시, 전국체전의 3

개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써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 3대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완수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김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

최, KTX김천(구미)역사의 준공과 개통, 혁신도시의 완벽한 조성 및 이전 기업과의 협력 도출 등 김천 발전의 밑

그림을 그리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성공함

으로써 김천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왔습니다. 일자리가 있

는 경제도시,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도시(혁신·교육),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산업도시, 역사와 문화

가 어울린 생태관광도시, 십자축 물류교통 허브도시, 건강하고 따뜻한 현미경 복지도시, 국제경쟁력 갖춘 부

자농촌,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의 8가지 목표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통과 공유의 열린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처럼 민선4기부터 민선6기까지 10여 년 동안 재임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들의 최종 목표

는 ‘행복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지속발전 가능한 김천’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

전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 개발과 보존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땅

에 살게 될 우리의 후손, 미래 세대의 행복까지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여 마디를 맺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사(市政史)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전 10년의 역사 기록은 2006년에 편찬한 『민선김천시정10년사』에 상세하게 담겨 있어 이번에는 민선4·5·6

기의 기록을 담은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민선4·5·6기)』를 편찬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자치시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은 역사서인 이 책이 후대의 본보기가 되어 ‘과거의 성찰

을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안내서가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

新)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나니, 김천 발전, 김천 중흥의 가슴 벅찬 역사를 함께 빚어온 시민 여러분과 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천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김천시장 박 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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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 5, 6기를 대과(大過) 없이 잘 이끌어 

오신 박보생 시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맡아 10여 년간 살기 좋은 명품 김천을 만

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감안해 지방자치가 첫발을 내디딘 

지 올해가 22년째 되는 해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그 절반에 가까운 10여 년을 김천시정에 투신했고, 저와 시장님

이 국회의원과 시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세월도 어언 9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 김천은 전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

했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浮上)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라 할 만한 발전이

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서울과 김천을 오가며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는 박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박 시장의 이런 시정운영이야 말로 ‘책상머리 행정

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김천을 발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선자치시정사 편찬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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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천이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는 데는 박보생 시장을 

비롯해 김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3자 합일(合一)’이 되어 쏟아낸 땀과 열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 

정무직에 있을 때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며 직원들에게 현장 행정을 강조한 바 있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박 시장님의 호

흡은 가히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1·2·3기가 김천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터 닦기’와 ‘도약기’였다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민선 4·5·6

기는 도약의 디딤판을 밟고 뛰어오른 ‘중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KTX김천(구미)역을 시작으로 혁신도시의 성공

적인 건설, 1단계 및 2단계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부항다목적댐 준공 등 많은 성과들이 이 기간에 이뤄지면

서 김천 발전의 기틀을 완성한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각급 도로망이 완성됨으로써 김천

이 전국 최고의 교통망을 갖춘 교통요지로서의 위상도 갖췄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 인프라는 기업들로 하여금 

김천에 투자하도록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고, 이는 ‘일자리가 있는 김천’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 묵묵히 시정에 협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련

의 성과들은 김천을 ‘지나가는 김천’에서 ‘머무르는 김천’으로 변모시켰고, 앞으로도 직장과 교육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김천’이 되는 데 긴요한 영양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박보생 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언

제 어디서든 주인처럼 일한다.”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정신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들은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 시장은 민선 6기를 끝으로 시장직을 물러나지만 퇴임 후에도 김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잘 

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가 앞으로 김천의 미래를 위한 뼈대가 되

고, 미래 100년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국회의원 이 철 우



축사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민선시대의 개막 이후, 지난 20여 년간 중앙의 권한이 지

방으로 이양되며 민선자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료중심’에서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무

게 중심이 옮겨가며 시민은 행정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해왔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해온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해당 지역의 여건

과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방안을 추구해온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통해 궁극

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밝히는 여러 성과들이 이어지고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 전체

의 경쟁력을 견인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바로 국가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이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오늘날, 그동안 변

모된 김천의 모습과 발전상을 담은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를 편찬하게 된 것은 자못 의의가 깊은 일이라고 생

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과 KTX김천(구미)

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토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를 통해 많

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천시는 2006년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래 해마다 크고 작은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

고,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스포츠 도시 김천의 위상을 더욱 높여왔습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는 더욱 괄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우리 김천시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 국내외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 등에 핵심 역량을 투입하여 놀라운 성과들을 도출해왔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건설과 조

기 안착은 여타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조

롭게 모두 완료되었고,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21세기 영남 관문도시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모

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찬되는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소중한 기록으로 정리함으로

써,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도시 김천’, ‘지속적 발전 가능한 도시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데 밑거

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 편찬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

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여, 국토의 중심 김천의 명성을 이어가고 우

리 김천의 지방자치가 더욱 활짝 피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김천시의회 의장 배 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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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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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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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어제와 오늘



1910년대

현재



제1편 성장동력 화보



희망찬 미래

•김천혁신도시, 김천일반산업단지, KTX 김천(구미)역, 남부내륙철도

행복도시

•부항다목적댐, 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포도·자두산업특구

사람중심세상

•문화예술 공간, 교육명가, 도시환경



2006.7.~2010.6.

2010.7.~2014.6.

2014.7.~2018.6.

제4기

제5기

제6기

민선 4대 시장으로 오랜 행정경험을 가진 박보생 시장이 당선되었다. 정권교체로 혁신도시 정책 재검토 논의가 일며

흔들릴 때 적극적 대처로 이를 관철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도시 김천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착수되었고, 현대모비스, KCC, 유한킴벌리 등 

유수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KTX 김천(구미)역 역사 건설,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항댐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청사 건설이 이어졌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시작으로 이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혁신도시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적극 추진되며 성과를 냈다. 

2011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도 완벽한 대처로 김천을 침범하지 못했다. 

박보생 시장이 3선에 성공했고,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여 김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매진해오고 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등

혁신도시 이전기업과의 공동 사업을 확대했다. 국토부•김천시•국립생태원이 참여하는 추풍령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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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더 큰 김천을      만들어갑니다김천혁신도시01

희망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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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김천을      만들어갑니다
명품 정주여건을 조성해 자급자족 기능을 실현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계기관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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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05년 10월 경상북도 공공기관이전 추진기획단에 김천시를 비롯해 20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했다. 그해 12월 경북도 선정위원회는 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북 혁신도시 

후보지를 김천시로 선정, 발표했다. 

2007년 9월 첫 삽을 뜬 김천혁신도시는 380만 5000㎡ 규모에 총 사업비 8,676억 원을 투입해 빠른 

공사 진척으로 2015년 12월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2016년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전을 끝으로 12개(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이 통합되어 

2013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명칭 변경)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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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김천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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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07년 9월 23일

2011년 9월 7일

혁신도시 조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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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201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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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주요 일지

16.

31.

24.

25.

30.

4.

13.

23.

20.

21.

29.

31.

31.

31.

15.

6.

1.

8.

6.

7.

8.

10.

12.

12.

9.

9.

9.

4.

7.

12.

1.

4.

12.

3.

1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발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발표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배치 결정

혁신도시건설지원협의회 구성

공공기관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혁신도시 후보지 공모(경북도내 20개 시·군 신청)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확정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

혁신도시 지구지정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혁신도시 기공식

이전기관과 지역 산·학·연 간 MOU 체결

혁신도시 진입도로(4차로) 착공

기반공사 추진

혁신도시 지방이전 계획 승인 완료(100%)

이전공공기관 최초 입주(우정사업조달사무소)

혁신도시개발사업 1단계 준공

혁신도시개발사업 2단계 준공

혁신도시개발사업 3단계 준공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개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정주여건 조성 지속 추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3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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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5일 김천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2005년 12월 13일 혁신도시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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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06년 2월 24일 혁신도시유치 시민기념대회

2006년 1월 7일 이전대상 공공기관협의체 혁신도시 예정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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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2007년 1월 12일 김천혁신도시건설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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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08년 9월 24일 경북김천혁신도시 U-City 건설사업 추진협약 체결

2009년 2월 17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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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4일 혁신도시건설 추진을 위한 정부 관련 장관 및 선도 이전기관장 초청 간담회

2010년 1월 20일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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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11년 4월 26일 경북김천혁신도시 토지분양 투자유치 설명회

2011년 6월 30일 혁신도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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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5일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착공식

2011년 9월 16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방문(국립종자원) 2011년 10월 13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방문(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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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11년 10월 13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방문(기상청)

2012년 5월 10일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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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혁신도시 방문

2012년 10월 30일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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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12년 11월 28일 경북김천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2013년 6월 27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청사 이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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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경북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공식

2014년 12월 30일 한국도로공사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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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15년 5월 19일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력양성사업 입교식

2015년 4월 2일 경북김천혁신도시 창조협력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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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김천혁신도시 준공기념 KBS열린음악회

2015년 6월 29일 김천혁신도시 클러스터유치 국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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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015년 9월 10일 한국도로공사 1처(실) 1읍면 자매결연 협약식

2015년 9월 2일 제1회 경북대 행정대학원·김천혁신도시 관학협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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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개청식

2015년11월 5일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소통화합 한마음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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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기념비 제막식 및 타임캡슐 매설

기념비 제막식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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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막식 기념사

타임캡슐혁신도시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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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골드클래스아파트

CGV

율곡동
주민센터

율곡
중학교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달센터

교통안전공단

조달교육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율곡천

조달품질원

지산제

율곡
고등학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상청 기상통신소

김천(구미)역김천(구미)역

옥산2리
마을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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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골드클래스아파트

CGV

율곡동
주민센터

율곡
중학교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달센터

교통안전공단

조달교육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율곡천

조달품질원

지산제

율곡
고등학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상청 기상통신소

김천(구미)역김천(구미)역

옥산2리
마을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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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국토연구원(2014년 5월)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는 9조 4,000억 원(생산유발 6조 7,000억 원, 부가가

치 유발 2조 7,000억 원)의 경제효과, 167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5만 

4000명의 고용 유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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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해 2015년 연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혁신도시 건설 

우수 시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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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활력이 넘치는    생산형 도시, 김천김천일반산업단지02

희망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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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넘치는    생산형 도시, 김천
‘시 직영 산업단지 조성’ 전략이 주효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로써 적기 공급과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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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산업단지는 1, 2단계에 걸쳐 224만 4천㎡ 규모가 조성되었다. 여기에 68개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는 9,600개가 창출되었다. 

1, 2단계 사업비를 외부 차입 없이 순수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경영마인드와 업무 노하우, 비용절감으로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분양을 

완료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3단계 사업은 118만 8천㎡ 부지에 1,572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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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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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의 취임일성은 ‘활력이 넘치는 생산형 도시’였으며 

시정 구호로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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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2011년 10월 4일

2012년 10월 29일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



제1편 성장동력 화보   57

성
장
동
력
화
보

2016년 1월 25일

201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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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주요 일지

31.

5.

4.

16.

29.

5.

22.

4.

25.

9.

27.

7.

15.

9.

8.

31.

13.

1.

6.

8.

9.

1.

6.

9.

6.

4.

11.

12.

12.

4.

6.

12.

12.

4.

12.

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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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1단계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신청(경북도)

김천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

보상협의회 구성(13명)

경북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김천일반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재경 및 수도권 향우기업 CEO 초청 현장투어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

1단계 준공식

지식경제부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1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국10위’

보상협의회 구성(16명)

2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2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국8위’

2단계 기공식 개최

지식경제부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3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국1위’

2014년 ‘투자유치 총력추진’ 원년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4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국1위’

김천일반산업단지(2단계) 입주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간담회

3단계 타당성 조사 완료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대상’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2단계 준공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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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 조감도

2009년 6월 4일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2009년 11월 13일 김천산업단지 조성기념 표지석 제막식



6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김천일반산업단지

2010년 12월 23일 (주)KCC 김천공장 건립부지 현장방문

2010년 9월 15일 LIG넥스원(주) 김천공장 설립 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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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9일 (주)대도중공업 준공식

2011년 7월 11일 유치기업체 (주)부영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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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2013년 4월 16일 동희그룹 계열사 김천공장 설립 MOU 체결식

2013년 4월 15일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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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6일 고이께코리아엔지니어링(주) 확장이전 준공식

2013년 6월 26일 아모레퍼시픽 김천물류센터 기공식



6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김천일반산업단지

2015년 7월 23일 김천시 (주)시노펙스 MOU 체결식

2015년 9월 8일 김천일반산업단지(2단계) 입주기업 MOU 체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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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김천시 코오롱플라스틱(주) MOU 체결식

2015년 12월 8일 김천일반산업단지(2단계) 입주기업 MOU 체결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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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가 직접 시행을 맡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용 진입도로 개설,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폐수처리, 산업단지 전용 변전소 등 공장 가동을  

위해 완벽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가능했다.

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가 직접 시행을 맡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용 진입도로 개설,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폐수처리, 산업단지 전용 변전소 등 공장 가동을  

위해 완벽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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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공장설립 허가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소요기간을 앞당기고, 

가동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공장설립 허가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소요기간을 앞당기고, 

가동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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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시민 역량으로      일궈낸 교통허브도시KTX 김천(구미)역03

희망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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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역량으로      일궈낸 교통허브도시
시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15만 시민과 함께 힘을 결집해

10여 년간 끈질기게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KTX 김천(구미)역 유치에 성공했다 

시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15만 시민과 함께 힘을 결집해

10여 년간 끈질기게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KTX 김천(구미)역 유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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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김천시는 경부고속전철 기본설계노선이 확정되기 전인 1991년부터 김천구간을 외곽노선으로 변경하거나 

지하화하도록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그해 10월에는 김천역을 설치하라고 처음 건의했다. 그리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지 12년 만인 2003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김천역 설치 확정을 발표했다. 

역명은 신김천역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구미시가 뛰어드는 바람에 두 시(市) 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8월 12일 김천(구미)역으로 역명이 제정되고 준공식을 가졌다. 주 역명은 

김천역이고 구미는 병기 역명이며, 영문은 Gimcheon(Gumi)이다.

김천역은 고속선상에 설치되었으며, 2면 4선식 상대식 승강장으로 중간 2선으로 통과선이 설치되어 있다. 

승강장이 통과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진입선은 본선에서 분기되어 고도를 높이고, 

통과열차는 승강장보다 낮은 곳에서 지나간다.



제1편 성장동력 화보   71

성
장
동
력
화
보



72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김천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과 물류 중심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상품, 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부권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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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2009년 11월 24일

2008년 10월 16일

KTX김천(구미)역 건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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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8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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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주요 일지

14.

4.

1.

10.

14.

12.

1.

8.

10.

11.

11.

11.

11.

9.

5.

8.

11.

-

-

-

-

-

-

-

-

-

-

-

-

-

-

-

-

-

-

-

-

-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결정

경부선 서울∼부산 간 412Km 구간 건설공사 착수

단계별 건설 계획 수정

김천구간 외곽노선으로 변경 및 지하화 재검토 건의

김천역 설치 처음 건의

금릉군 지역에 중간역 설치 건의

김천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기획단 구성

김천시의회,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건설교통부, 김천역 설치 확정 발표 

KTX 전용역사 부지(남면 혁신1로 51) 선정

김천역사 공사 착수

김천(구미)역 역명 제정, 준공식

개통

1989

1992

1998

2001

2002

2003

2004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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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9일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성식

2003년 7월 23일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 서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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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2007년 7월 13일 KTX 김천역사 설계 추진현황 설명회

2010년 2월 24일 KTX 김천역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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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 KTX 김천(구미)역사 현장방문(시설공단이사장)

2010년 6월 28일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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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2010년 10월 28일 KTX 김천(구미)역사 준공식

2010년 11월 1일 KTX 김천(구미)역 개통기념 시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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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KTX 김천(구미)역 방문

2011년 11월 1일 KTX 김천(구미)역 1주년개통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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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2011년 12월 28일 KTX 김천(구미)역 관광안내소 개소식

2013년 12월 4일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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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구미)역

역사 건물은 물과 교통이 흐르는 김천의 역동성과 상징성을 유선형으로 이미지화해 건축되었다.    

1층에는 김천시 관광안내소, 수유방, 물품보관함, 은행 현금지급기, TMO(여행 장병 관련 업무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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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연계교통서비스를 마련해 김천과 구미 간의 리무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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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내륙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남부내륙철도04

희망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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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내
륙
철
도

남부내륙철도는 아직 부설되지 않은 철도로 KTX 김천(구미)역에서 경남 진주를 지나

거제까지  이어지게 될 고속화 철도이다

김천시민에게는 80년 이상 묵은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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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천시장(박보생)과 국회의원(이철우), 관련 국장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남북종단철도 중 김천-진주 

구간(중부내륙철도)과 동서종단철도 중 김천-전주 구간의 조속한 건설을 요청했다. 

이후 매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시장·군수 간담회, 예비타당성 관련 

기재부장관 항의면담, 중간점검회의 대비 KDI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년 ~ 2025년)에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되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성주-고령-합천-진주-고성-거제를 연결하게 되며, 시속 200㎞ 이상의 

준 고속철도로 운영된다. 사업기간은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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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반산업단지

80년 넘은 숙원사업을 성취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물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십자축 철도의  허브도시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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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주요 일지

9.

9.

31.

10.

4.

17.

11.

11.

8.

7.

4.

12.

11.

6.~11.

8.

12.

5.

6.

-

-

-

-

-

-

-

-

-

-

-

-

-

-

-

-

-

-

-

-

-

-

김삼선(김천-삼천포) 조속 건설 진정

김삼선철도 부설계획 수립

김삼선철도 기공식

김삼선철도 부설 취소

김천시, 중부내륙철도(김천-진주) 건설 최우선사업

선정 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년)

착수사업으로 확정 고시(국토교통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공약으로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부내륙선 사전타당성 조사

(KDI 수요예측에 대한 대응)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1차 중간점검 

경북도, 20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비

 ‘기본계획수립’ 예산 국비 30억 원 확보

민자사업 검토대상사업에 선정(현대건설 투자계획서

제출 결과)

남부내륙철도 확정,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

1934

1965

1966

1967

2008

2011

2012

2013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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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당시 철도국장이 안동에서 부산으로 남행열차로 이동했는데, 그 기회에 김천군민이 대표자 읍
장, 상공회장 외 공직자들의 연서로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
공식까지 진행되었으나 사업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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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2009년 6월 19일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관련 시장·군수 간담회

2009년 6월 2일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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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일 중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진주시청 방문

2012년 5월 2일 중부-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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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2013년 6월 24일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창립·정책세미나

2013년 5월 7일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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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7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자회의

2013년 12월 16일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시장·군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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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2015년 2월 5일 남부내륙철도 관련 시장·군수 간담회

2014년 1월 17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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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관계기관 토론회

2015년 2월 26일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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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일거오득의       친환경 다목적댐부항다목적댐05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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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전력발전, 관광자원,

하류 수질개선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댐 순환 일주도로(14.1km)와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등

관광자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일거오득의       친환경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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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1995년 시·군 통합 시의회에서 감천댐 건설을 결의하고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을 요청했다. 

김천부항댐은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하천) 수계로 유역면적 82.0㎢, 저수지면적 2.57㎢이며, 

높이 64.0m에 길이 472m이다. 2002년에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에 착공하고 2013년에 준공했으며, 

총 5,5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이후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지역은 비룡산 아래 자리했던 부항면 유촌리, 지좌리, 신옥리 3개 마을의 

2.57㎢이며, 280세대가 살던 곳을 떠났다.  

그리고 댐 건설과 함께 김천의 새 명소로 부항팔경(釜項八景)이 조성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1경 물문화관, 2경 산내들공원, 3경 부항정, 4경 망향공원, 5경 출렁다리, 6경 부항대교, 7경 연꽃단지, 

8경 짚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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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수마(水魔) 대신 부항팔경이 태어났습니다

생태이동 통로, 댐 배면부 녹화 및 수달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댐으로 건설했다

댐 건설과 함께 조성한 부항팔경(釜項八景)이 김천의 새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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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2006년

2008년

부항다목적댐 건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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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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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2013년 11월 20일 부항댐 준공식 

2013년 11월 20일 부항댐 준공식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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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부항댐 구장개장 게이트볼 대회

2015년 5월 29일 부항댐 삼도봉 돗자리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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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주요 일지

18.

26.

9.

10.

30.

10.

19.

20.

8.

20.

4.

8.

12.

9.

9.

1.

7.

11.

11.

4.

7.

10.

11.

11.

11.

7.

8.

8.

-

-

-

-

-

-

-

-

-

-

-

-

-

-

-

-

-

-

-

-

-

-

-

-

중규모 다목적댐 예비타당성조사(건교부)

감천댐 타당성조사(건교부/수공)

감천댐 기본계획 수립·조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승인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건교부고시 제2005-226호)

댐건설 실시계획 고시(부산청고시 제2006-244호) 

착공

어류대체서식지 1개소 완료

수달중심서식지 1개소 완료

부항댐 옛길걷기 행사

담수식, 김천시-한국수자원공사 협약(MOU) 체결

댐 명칭 변경 완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47호)

김천 부항다목적댐 건설공사 준공식 

사업기간 연기(2002~2014→201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

산내들오토캠핑장 개장

1988

1997

2004

2005

2006

2007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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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 부항댐 현장방문

2011년 6월 30일 부항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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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2011년 12월 15일 부항 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준공식

2013년 11월 20일 부항댐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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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 부항댐 준공식 기념 조형물 제막

2014년 8월 8일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개장기념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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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2015년 5월 29일 부항댐 돗자리 영화제

2015년 5월 7일 부항댐 게이트볼구장 개장기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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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 수변공원

부항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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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부항댐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로 담수 초기 수질안정화 기법을 연구하여 적용했으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댐 건설에 따른 실향민의 기록을 기초자료로 만들고 이를 물문화관에서 상시 

상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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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력과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 갈등 최소(제로)화를 실현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4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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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06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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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오후 6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올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15개 해외 동포선수단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006년 10월 17일 오후 6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올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15개 해외 동포선수단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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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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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삼락동 일대 36만㎡ 부지에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했다. 

기존의 종합운동장, 궁도장, 실내사격장 시설에 새로이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실내테니스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을 지었다. 그밖에도 전국체전기념탑, 체전종목조형물 46점, 벽천폭포, 

야외풀장, 캔들 분수 등을 설치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는 18개 분야에 5,850명으로 

체전 개막 이틀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중 김천지역의 자원봉사자는 1,233명이었다. 

이들은 선수단은 물론, 김천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김천시내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친절한 김천의 이미지를 심는 큰 역할을 해냈다. 

‘힘차게 미래로 하나 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훌륭한 대회시설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기운영, 성숙한 김천시민의식, 선수들

의 기량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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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난 후 경기시설은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국제·국내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해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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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김천종합운동장

김천종합스포츠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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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실내체육관

김산정(궁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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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김천실내수영장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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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국제테니스장

김천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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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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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종합운동장 신축 기공식

김천종합운동장 준공식

김천실내체육관 기공식

대회개최 희망지 김천시와 구미시 실사

(경상북도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대회유치 신청

김천시 개최 최종 결정(대한체육회 이사회)

김천실내수영장 기공식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출범

김천실내체육관 개관

대회조직위원회 출범

김천실내수영장 준공식

대회 경기장 건립 완료

(테니스장, 롤러경기장 등)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대회 개막

대회 폐막

김천국제실내테니스장 준공식

1997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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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1일 2006전국체전 성공기원 백두대간 종주팀 출정식

2005년 10월 6일 제87회 전국체전기획단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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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2006년 5월 19일 전국체전 D-15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

2006년 7월 18일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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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3일 전국체전 손님맞이 특별 위생교육

2006년 9월 21일 전국체전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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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2006년 9월 27일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2006년 9월 23일 전국체전대비 환경시설 로드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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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4일 전국체전 종사자 격려

2006년 10월 2일 독도 성화 채화



13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2006년 10월 17일 제87회 전국체전 개회식

2006년 10월 16일 성화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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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축하공연

2006년 10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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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2006년 11월 22일 제87회 전국체전 시민후원회 해단식

2006년 10월 23일 전국체전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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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5일 전국체육대회 기념전시관 개관

2006년 12월 21일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념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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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2007년 9월 10일 장애인체전 개회식

2007년 5월 26일 제36회 전국소년체전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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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6일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2009년 12월 22일 김천체육홍보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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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과 스포츠타운

박보생 시장은 “스포츠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와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스포츠 중심도시로 위상을 드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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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기반으로써 블루오션인 스포츠산업을 통해 시민이 웃을 수 있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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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포도와 자두,      농가소득증가와 관광자원으로 각광포도와 자두,      농가소득증가와 관광자원으로 각광포도·자두산업특구07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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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포도산업특구, 자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 현대화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과 체험,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서도 한몫하고 있다

포도와 자두,      농가소득증가와 관광자원으로 각광포도와 자두,      농가소득증가와 관광자원으로 각광



14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문화예술 공간

김천포도산업특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었으며, 봉산면 덕천리 일원과 대항면 덕전리 일원으로 

면적이 290,625㎡에 달한다. 포도특구사업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다.

김천자두산업특구는 고품질 자두생산 지구와 자두 유통 및 체험 지구, 가공식품 개발 및 홍보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 및 브랜드화 사업, 가공 식품 연구 개발 사업, 광고 및 홍보 사업, 전시관 건립 사업, 

자두페스티벌(품평회 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천포도산업특구는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 포도테마마을, 포도문화거리 등 3개 지구로 구성되었다. 

매년 6월~8월에 김천시 일원 및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에서 포도축제를 열고 있으며, 지난 199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도 까지는 매년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김천자두산업특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되었으며, 구성면과 조마면 일원으로 

부지가 24만 7,576㎡에 달한다. 자두특구사업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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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다목적댐

산업특구 지정으로 

전국적인 과실이 되었습니다

김천은 포도와 자두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다

김천의 대표 과실로 자리매김한 포도와 자두는 재배 기반시설 조성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표 개발, 품평회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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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주요 일지

16.

28.

20.

20.

19.

12.

2.

7.

12.

10.

12.

12.

-

-

-

-

-

-

-

-

-

-

-

-

-

-

-

-

-

-

-

-

재정경제부에 김천포도산업 특구 지정 신청

김천포도산업 특구 지정(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추진협의회 구상

산지유통센터와 포도상징탑 건립

포도파머스마켓, 포도가공상품화시설, 포도터널,

포도체험장 설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개최(격년제)

김천포도홍보관, 테마 터널, 수출포도생산단지 조성

사업기간을 2006~2009년까지 1년 연장 승인(재정경제부)

김천자두산업특구 지정 신청

김천자두산업특구 지정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특구추진평가지원단 구성

자두페스티벌(자두 품평회 확대), 도로홍보판 설치

관수시설 및 퇴비사 설치, 자두받침대지원사업,

자두테마마을 조성, 자두가공공장 건립, 전시관 건립,

브랜드홍보사업

2005

2006

2007

2008~9

2006

2007

2008

2009

포도산업특구

자두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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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9일 김천포도산업특구 포럼 시민 보고회

2007년 6월 28일 자두 시식회(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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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07년 7월 24-25일 포도 축제(서울 강북구청)

2007년 8월 17일 포도왕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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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포도왕 선발대회

2007년 9월 29일 전국자두연합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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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08년 7월 4일 김천포도마을 개장식

2008년 6월 20일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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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포도·자두 판촉행사(부산)

2008년 7월 16일 포도·자두 판촉행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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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08년 8월 9일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2008년 8월 7일 포도수확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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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5일 김천 포도 자두왕 선발대회

2008년 8월 9일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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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09년 11월 17일 자두막걸리 시음행사

2009년 8월 5일 색깔포도 시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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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6일 제1회 자두꽃 축제

2010년 7월 31일 김천포도·자두 품평회 및 시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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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12년 7월 21일 김천포도·자두 품평회 시상식

2011년 7월 23일 제5회 포도·자두 품평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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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1일 대도시 김천포도 특별기획행사(서울)

2012년 8월 2일 새김천농협 포도수출상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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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13년 7월 20일 포도·자두 품평회 시상식

2013년 4월 12일 제3회 자두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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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1일 제5회 자두꽃축제

2014년 7월 19일 자두·포도 품평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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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2015년 7월 3일 포도·자두 도청홍보 판매행사(경북도청)

2015년 6월 24일 포도농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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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1일 자매도시 군산 포도·자두 판촉행사

2015년 7월 18일 포도·자두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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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산업특구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는 포도산지유통센터와 수출포도생산단지가 조성되었으며, 

포도테마마을은 포도홍보관, 친환경 체험농원, 친환경 포도 상품화 시설, 민박단지 등이 들어섰다. 

포도문화거리는 포도상징탑과 파머스마켓이 설치되고 친환경 삼색포도 경관 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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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자두산업특구는 자두산업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표 개발, 자두품평회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또한, 건국네츄럴 G＆B사를 통한 자두비타 개발, 김천대학을 

통한 자두와인·자두비누·자두젤리 개발 등 다양한 가공상품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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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문화예술 공간08

사람중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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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으로는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회관, 미술관 등이 있고 

문화기관으로 김천문화원이 있으며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의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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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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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향토자료실,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소년소녀관현악 등 

5개 예술단과 김천아카데미가 입주해 있다.

김천시문화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 430여 석의 공연장, 연습실, 강의실, 컴퓨터실, 

문화교실 등이 있으며, 김천문화원과 (사)한국예총 김천시지부가 입주해 있다.

김천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 및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문화예술

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김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천문화원은 1953년 김천문화의 집으로 창설된 이래 60여 년간 김천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 운영, 전통혼례식, 전통축제, 백일장, 문화행사 등을 하고 있다.

김천시립도서관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해 시민의 배움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좌석 1,124석, 장서 354,757권의 규모이다. 특히 디지털컨텐츠로는 외국어 

이러닝, 전자책, 오디오북, 향토자료원문DB 등을 갖추고 있으며,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는 푸른찬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곳곳에 10개의 작은 도서관을 개설했다. 



17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문화예술 공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갑니다

김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유산을 지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민선자치 이후 문화공간, 문화예술단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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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문화예술회관

김천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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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도서관

김천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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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주요 일지

29.

14.

29.
30.
15.

5.

04.

8.
20.

29.

4.

31.

12.

3.

8.

3.
3.
4.

11.

5.

11.

04.

10.
11.

4.

1.

10.

11.

-
-
-
-
-
-
-

-
-
-
-
-
-
-
-
-
-

-
-
-
-
-
-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 기획단 구성

회관 건립 착공

회관 준공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정
개관

문화센터건립 추진위원회 발기인회 발족

김천문화센터 준공

김천시로 소유권 이전

김천시문화회관 건립 착공

김천시문화회관 준공
김천시문화회관 개관

개관

김천문화원 내로 이전(남산동)

남산공원 내에 신축 이전

평화동 신축·개관

1996

1964

1965

1966

2014

2015

1963

1997

1966

1971

2003

2000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김천시문화회관

김천시립도서관

24.

7.

10.

6.

12.

1.

-
-
-
-
-
-
-

미술품 기증협약 체결

착공 

개관

재개관(옛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2009

2011

2012

2013

김천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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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5일 빗내농악전수관 준공식

2000년 4월 15일 김천문화예술회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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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2006년 6월 27일 시민화합 한마음음악회

2005년 2월 21일 김천시립합창단 한여름밤의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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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2006년 10월 10일 KBS열린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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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2008년 1월 24일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2006년 10월 12일 제47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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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5일 시승격 60주년 기념 한여름밤의 음악회

2010년 7월 25일 제8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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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2011년 1월 12일 김천시립예술단지휘자 위촉식

2011년 9월 28일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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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 빗내농악단 대통령상 수상기념

2011년 12월 21일 제16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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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2012년 5월 29일 경북도자기문화축전 개막행식

2012년 7월 27일 제10회 김천가족연극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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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3일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회식

2012년 11월 26일 도무형문화재보유자지정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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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간

2012년 12월 26일 제17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2014년 3월 28일 김천문화회관건립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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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제19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2015년 7월 29일 가족연극제 관람



18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문화예술 공간

2015년 10월 12일 김천문화회관건립 현장방문

2015년 10월 31일 제6회 백수(白水)문학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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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4일 김천시민문화상 시상식

2015년 11월 20일 김천문화회관 준공식



188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문화예술 공간

시립국악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ㆍ전파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시립합창단은 순수 합창곡, 오페라 갈라,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시

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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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교향악단은 백건우, 양성원 등 국내외 실력파 솔리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은 음악과 

연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지역 문화의 토대와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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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인재 발굴·명문 학교      육성으로 교육명가 재건교육명가09

사람중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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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김천은 지방 교육의 중추 도시였으나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해왔다

인재 발굴·명문 학교      육성으로 교육명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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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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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프로젝트로 2008년에 출범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기존의 장학금 방식을 탈피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박보생 이사장은 “교육기반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도시 품격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라고 밝히고, 2018년까지 기금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천의 현대 교육의 대표주자는 8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김천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보모였던 설립자 최송설당 여사가 1931년 永爲私學 涵養民族精神(영위사학 함양민

족정신)이라는 이념으로 전 재산을 희사해 학교를 설립했다. 

현재는 1942년 5년제 김천공립상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여러 차례 교명이 바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1986년 개교한 김천예술고등학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15년에 개교한 율곡

고등학교까지 모두 11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4년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2009년 김천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경북보건대학교가 간호학과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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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백년대계 프로젝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나섰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기반 조성 ·각 분야 인재 발굴·명문 학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단은 기존의 장학금 중심의 방식을 탈피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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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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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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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주요 일지

09.

23.

01.

01.

01.

01.

01.

12.

25.

27.

30.

01.

18.

13

05.

04.

05.

05.

03.

03.

03.

11.

07.

07.

11.

06.

11.

11.

03.

12.

01.

김천고등학교(김천고등학교 전신) 개교

김천고등여학교로 개교

김천공립상업학교(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전신) 개교

금릉고등학교(김천중앙고등학교 전신) 개교 

성의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설립 개교

김천실업전문학교(김천대학교 전신) 개교

성의고등학교로 학칙 변경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범

김천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김천대학교 4년제 대학교 설립인가

김천여자고등학교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지정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4년제 학사학위과정 승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액 100억 원 돌파

율곡고등학교 개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율곡고 자율형공립고 신규지정

1931

1935

1942

1970

1972

1964

1979

2001

2008

2011

2009

2013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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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3일 김천시장학회 장학금 전달

2007년 10월 7일 김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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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2007년 12월 26일 2007학년도 교육실적 보고회 및 김천교육상 시상식

2008년 11월 11일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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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4일 김천교육청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

2009년 1월 21일 2008학년도 김천교육상 시상 및 교육실적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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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2009년 5월 22일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범식

2009년 1월 22일 서부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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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일 김천발명교실 및 영재교육원 개관식

2009년 9월 9일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에 따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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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2012년 7월 19일~23일 한중일 국제청소년미술교류전

2010년 3월 6일 경상북도 예술영재김천교육원 개원 및 입학식



제1편 성장동력 화보   203

성
장
동
력
화
보

2013년 7월 26일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생 간담회

2013년 1월 21일 2012학년도 김천교육상 시상식 및 교육실적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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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2014년 12월 30일 평생교육추진 최우수상 수상

2014년 5월 9일 김천시-대구교육대학교 관학협력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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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8일 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2015년 2월 13일 제1회 율곡초등학교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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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가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출범한 지 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기금 목표액인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당초목표보다 5년이나 앞당긴 놀라운 성과였

다. 그리고 기금목표액을 2018년까지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학사

업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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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사장 박보생 김천시장)은 2015년 12월 18일 김천시

청에서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탁자 및 수혜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

당’ 제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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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인간이 행복하고 환경이 평화로운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

거주지환경, 도로확포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치와 공원 조성 등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왔다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친화도시도시환경10

사람중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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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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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에너빅스김천태양광발전소는 18.4MW의 전력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하루 평균 4시간을 가동했을 

경우 연간 2만 9,2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민간 태양광 발전소와 시 산하기관 

청사 및 하수처리장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왔다.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 터빈을 구동해 생산한 전력을 자체 사용하거나 역송해 판매하고, 폐열은 

고압증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폐열을 이용해 생산된 고압증기는 산업단지 생산 

공정에, 온수는 주로 가정용 지역난방에 사용된다.

또한, 부항댐을 건설하면서 연 3,310MWh 발전용량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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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도시환경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디자인했습니다

글로벌적 화두인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환경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선점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에너지 효율 기기 보급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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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디자인했습니다

글로벌적 화두인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환경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선점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에너지 효율 기기 보급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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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주요 일지

29.

30.

31.

1.

12.

24.

30.

27.

30.

17.

30.

31.

3.

20.

30.

3.

12.

3.

3.

12.

12.

9.

6.

6.

12.

12.

12.

12.

9.

12.

-

-

-

-

-

-

-

-

-

-

-

-

-

-

-

-

-

-

-

-

-

-

김천지방공단 수도사업 인가(공업용수)

김천하수처리장 착공

김천하수처리장 준공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착공

아포배수지 확장(1천→2천㎥)

아포하수처리장 착공

구미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전환(공단, 아포지역)

동부배수지(4천톤) 준공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준공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정(2천→4.3천㎥)

감천·조마 일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준공

아포하수처리장 준공

농소(봉곡, 연명리)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준공

황금정수장 여과지 3지 증설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추가 설치

1999

1999

2008

2009

2011

2013

2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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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16일 강변공원 준공식

1999년 4월 7일 환경사업소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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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2003년 5월 19일 김천시분뇨처리시설 준공식

2006년 5월 2일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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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3일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조인식

2007년 6월 29일 어모 남산(상, 하남) 수돗물 통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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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2008년 9월 9일 태양광발전소 MBC 인터뷰

2008년 6월 19일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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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

2010년 10월 20일 제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



22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도시환경

2011년 3월 10일 김천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기공식

2010년 10월 29일 김천시(국제 품질 환경경영규격) 통합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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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5일 김천하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식

2012년 6월 26일 하수슬러지 및 총인처리시설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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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2013년 12월 2일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2013년 11월 20일 부항댐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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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4일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준공식

2013년 12월 24일 국도대체 우회도로(농소-어모)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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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2014년 9월 19일 경북과학축제 및 녹색미래과학관 개관식

2014년 3월 7일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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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김천-지례교리 간 국도3호선 개통식

2015년 11월 12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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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김천은 에너빅스김천태양광발전소, 부항댐 소수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청정한 에너지 시설을 

유치하고, 녹색미래과학관, 물문화관 등을 건립해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해왔으며, 고효율 

전조등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바이오라이트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기업을 유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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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생활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지키는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밖에도 시청 청사, 버스승강장,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에 LED를 

설치하고, 녹색김천 자전거 마일리지를 시행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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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연대기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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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여 년이 흐르면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참여 확대, 사회복지 및 문화 서비스 확산,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향상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체전 및 KTX김천(구미)역 유치, 혁신도시 선정 등 김천의 미래를 일

신할 위업도 달성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 자치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김천의 

시세(市勢)를 확장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박보생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새로운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박보생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김천의 시정 전반을 관장해온 행정 전문가로, 7월 3일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김천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9월에는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김천시장배 씨름왕대회, 김천가족연극제, 실업테니스연맹전 등 문화 및 체

육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10월에는 전국체전에 앞서 가족사랑 도민건강걷기대회, 경북종합예술제, 경상북도문화상 시상식, 낙동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망의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 막이 올랐다. 16개 시도에서 선수 및 임원 2만 3,000여 명이 41개 종

목에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아우러져 문화체전의 면모를 보여주

기도 했다.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각종 전시회를 비롯하여 뮤지컬. 음악제 등 초청공연이 진행됐고, 이벤트 광

장과 선수촌, 시내 도처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천시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위해 

스포츠 및 문화 기반시설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12월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14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창립총회가 나주시청에서 

열렸다. 또한 현대모비스 김천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2006

문화스포츠도시 김천의

위상을 드높이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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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10월 17일~23일). 김천을 주개최지로 경북도 내 15개 시군 경기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상북도는 1,742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총득점 6만 9,553점(금메달 81개, 은메달 88개, 동메달 108개)을 획득,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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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6월 2일). 5월 3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박보생 후보가 접전

끝에 36,031표(득표율 50.1%)를 득표하며 

최종 당선되었다.

김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슬로건 ‘Central Gimcheon’ 선포식 (6월 27일). 김천의 지역특성과 미래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Central 

Gimcheon’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며, 살기 좋은 행복의 중심도시를 뜻한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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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박보생 시장 취임식 

(7월 3일). ‘하나되는 김천, 

화합하는 김천’을 슬로건으로 

기업유치, 농업경쟁력 강화, 

복지 및 문화예술 향상 등 

새로운 김천 건설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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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김천 탐방 (7월 26일~28일)

문화관광부장관기 제27회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9월 7일~8일)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9월 1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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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좌동 감천백사장에서 열린 김천시장배 씨름왕 대회 (9월 24일)

제5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9월 25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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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최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9월 27일). 앞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

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23개 실업팀, 80명의 선수가 참가한 2006 스타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김천대회 (9월 18일~26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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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가족사랑 도민건강걷기대회 (10월 1일).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직지문화공원에서 직지사 우회도로를 거쳐 내원교를 반환점으로 왕복 

4.4km를 걸었다.

일본 나나오시 야구협회 

임직원 김천 방문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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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10월 12일). 제87회 전국체전

을 기념하고 문화체전으로 승화시키고자 개최했으며, 이날 

제47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과

제9회 낙동가요제가 함께 열렸다. 

제9회 낙동가요제 (10월 12일)

제47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10월 12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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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개막식 공연

선수단 입장식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10월 17일~23일). 김천을 주개최지로 경북도 내 15개 시군 경기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상북도는 1,742명의 선수단

을 구성하여 총득점 6만 9,553점(금메달 81개, 은메달 88개, 동메달 108개)을 획득,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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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경기

농구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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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배드민턴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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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물관 소장품 이동전시 (10월 17일~23일)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이벤트 광장 개관 (10월 1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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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가요제 및 청소년가요제 (10월 21일)

일본 나나오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방문단 환영만찬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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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유아 건강걷기대회 (11월 4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창립총회 (12월 15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건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혁신도시 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와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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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성공개최 기념축제 

(12월 21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박보생 김천시장, 임인배 국회

의원, 한규환 현대모비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모비스 김천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12월 21일). 2008년

6월에 자동차 헤드램프

생산공장이 완공되었다.

전국체전기념탑 제막식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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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이 1월 11일 제정되고, 2월 

12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1월), 민원상담센터 개설

(1월), 전국혁신도시(지구)실무협의회 개최(3월), 혁신도시와 경북발전에 관한 정책토론회(5월) 개최 등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갔다.

한편 6월부터 KTX열차가 김천역에 정차하며 일 4회 운행을 시작했고, 9월에는 역사적인 김천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리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5월부터는 구성 흥평마을, 지례 관덕2리에 버스가 운

행되었다. 6월에는 어모면 남산리 상남과 하남, 10월 봉산면 태화지구 및 대덕면 관기리 관터마을 등에 수돗물

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협약 체결(7월), 생활폐기물 소각장 준공(10월), 남곡저

수지 기공(10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텍(주) 공장설립 협약(1월), (주)로윈 사옥 및 생

산공장 설립 협약(3월), (주)코엠이엔지 김천공장 기공(6월), (주)유앤비오피씨 공장 준공(7월), 현대모비스 김천램

프공장 기공(9월), 유한킴벌리 공장증설 협약(11월) 등 다수의 성과가 이어졌다. 

2007년은 각종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열린 한 해였다. 2007 전국종별테니스대회(3월), 제15회 전국학생핀수영 

선수권대회(3월), 제10회 김천시장기야구대회(4월), 제1회 김천시장기축구대회(4월), 제18회 김천시장기 직장클

럽테니스대회(4월), 2007 ITF 김천 국제남·여테니스대회(5월), 제4회 김천 전국하프마라톤대회(5월), 제36회 전

국소년체육대회(5월), 제1회 김천시장기 배구대회(6월), 제4회 김천시장기 전국탁구대회(7월), 2007 김천 전국자

전거마라톤 대회(8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9월) 등 연중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2007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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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농협회의실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 사업설명회 (1월 12일). 해당지역 주민과 경북도, 김천시, 토지공사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

시 사업추진현황, 향후 보상협의과정 및 절차 방법 등을 소개했다. 

남면사무소에 개설된 혁신도시 민원상담센터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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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김천교육상 시상 및 김천교육 실적보고회 (1월 25일)

디스플레이 제조 전문기업 지·텍(주)과 공장설립 투자양해각서 체결 (1월 3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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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윈과 사옥 및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3월 5일)

김천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 

실무협의회 (3월 8일). 

이보다 앞선 2006년 12월 

15일에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와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정보교류 등을 위해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가 나주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김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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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헌장 기념탑 제막식 (3월 9일)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2007 전국종별 테니스대회

(3월 11일~2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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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3월 17일~18일)

제11회 김천시장배 타기 남.녀 볼링대회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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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박보생 시장 (3월 20일)

3월 28일 발생한 돌풍 피해지역을 방문한 박보생 시장 (3월 29일). 감문면의 참외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군부대 등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를 마쳤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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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천시장기 야구대회 (4월 8일)

동두천을 시작으로 울산까지 총 595.48km를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달리는 ‘1004 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주자들이 김천 시청을 방문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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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천시장기 축구대회 (4월 14일~15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행정·산업정보박람회’ (4월 12일~14일). 대구 경북지역의 지자체를 포함 49개 단체가 참여했고, 김천시도 지역의 

농특산물 및 역동적인 시의 미래상을 홍보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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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김천시장기 직장 및 클럽 테니스대회 (4월 14일~15일)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4월 25일)



25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구성면 흥평마을 버스 개통식 (5월 1일) 지례면 관덕2리 버스 개통식 (5월 1일)

2007년 과수농업인 한마음대회 (4월 3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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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탑 제막식 (5월 10일)

2007 ITF 김천 국제남·여테니스대회 환영 만찬 (5월 7일). 이 대회는 ‘국제여자챌린저대회’와 ‘국제남자퓨쳐스대회’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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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독일 함부르크소년합창단의 합동공연 (5월 17일)

「혁신도시와 경북발전」에 관한 정책토론회 (5월 16일).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연계방안,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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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천 전국하프마라톤대회 (5월 20일)

KTX열차 김천역 정차 환영식 (6월 1일). 상하행을 합쳐 1일 4회 정차하게 되었으며, 전용 역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김천역에 정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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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김천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여 경상북도 내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만 6,5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체전 중 최대 규모로 치러져 한국 신기록 1개와 부별 신기록 17개, 대회 신기록 100개, 

대회 타이 4개 등 풍성한 기록을 남겼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제2편 연대기 화보   261

제1회 김천시장기 배구대회 (6월 9일)

전국토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하루 평균 

98km를 주행하여 총 거리 787.8km를

완주하는 국토 대장정 사이클경기인

‘직지찾기 국제도로사이클대회’ 김천

출발. (6월 21일)  청주를 출발한 국내 및 

국제 참가팀이 마지막 제8구간 김천역에

서 청주 예술의 전당 코스를 달렸다. 

건축자재 전문생산업체 (주)코엠이엔지 

김천공장 기공식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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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자두시식회 (6월 28일~29일) 어모면 남산(상·하남)지구 수돗물 통수식 (6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천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기원을 위한 취토식 (7월 11일). 이 날 채취된 흙은 7월 20일 충남 연기에서 거행되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기공식 때 전국 혁신도시에서 취토된 흙과 합토식을 가져, 혁신도시와 행복도시의 동반상생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를 담고 있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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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부품 제조업체 (주)유앤비 

공장 준공식 (7월 14일)

제4회 김천시장기 전국 탁구대회

(7월 14일~15일)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협약체결 조인식 (7월 13일).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20년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6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서울 강북구청에서 열린 

김천포도 시식·홍보·판매 

행사 (7월 24일)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영예의 대상 수상 (7월 19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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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김천 전국자전거마라톤 대회. 

(8월 12일) 사이클과 MTB가 통합된

경기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김천시는 8월 7일부터 19일까지 

농협농산물 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김천포도 특별상품 기획전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제10회 김천포도축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김천 포도왕 선발대회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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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체전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인 22개 종목, 4,031명(선수 2,991명, 임원·보호자 

1,04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김천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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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기공식 (9월 20일). 남면 용전리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인배 국회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조병인 도교육감,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박보생 김천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다. 

현대모비스 김천램프공장 기공식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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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10월 7일)

전국자두연합회 창립총회 (9월 29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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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시상식에서 활력도시 부문 대상 수상 (10월 10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은 2000년부터 7년 동안 선정·시상해 

오던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의 명칭과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실시한 행사다.

대덕면 관기리(관터)지구 

수돗물 통수식 (10월 11일)

봉산면 태화지구 수돗물 통수식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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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주관한 2007 농산어촌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10월 10일)

생활폐기물 소각장 준공식 (10월 12일). 이 시설의 건립으로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김천시 자체에서 전량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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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곡저수지 기공식 (10월 17일). 상습 가뭄지역인 감문면 남곡리와 도명리 일대 45ha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First김천운동’ 가두 캠페인 (10월 18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 지역 이기주의, 지연, 혈연, 학연의 허물을 벗고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갖춤으

로써 세계 일류 김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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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11월 3일~4일)

유한킴벌리와 김천공장 증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월 9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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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현풍면 지리에서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 개통식 (11월 30일)

아포읍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한 박보생 시장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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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보건지소에 개설된 김천시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12월 4일)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12월 26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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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김천교육상 시상식 (1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균형발전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수상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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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삼성에버랜드·경상북도·김천시 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18MW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3월 31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고, 7월 공사가 시작

되어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월에는 양각자두마을이 정보화운영 전국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박보생 시장이 지난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최고체육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3월에도 대한민국 스

포츠레저문화대상에서 스포츠경영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4월에는 범시민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당시 제기되던 혁신도시 재검토 논의에 대응해 균형발전의 당위성

을 제시하고 기존 1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외에 추가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가축전자경매시장이 

문을 열었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용지개발,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에 관한 협약들이 체결되기도 했다.

5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도시 관련 정책토론회에 박보생 시장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6월에는 김천시 상징물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11월에 

새로운 김천의 상징물을 발표하게 된다.

9월에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박보생 시장이 패널로 참가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김천혁신도시 성장주도산업과 

친수공간 조성 심포지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한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친환경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용암동과 성내동을 자산동으로 통합하고 평화동과 남산

동을 평화남산동으로 통합함으로써 1읍 14면 6동이 되었다.

10월에도 수상소식이 이어져 YTN친환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도시모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증장

애인자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제9회 경북과학축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11월에 혁신도시 발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8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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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결성식 (4월 2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 토론회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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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 (1월 9일)

경북도청에서 박보생 김천시장,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임인배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월 2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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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1월 29일)

양각자두정보화마을 전국평가 우수마을 수상 기념식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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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최고체육상 시상식에서 박보생 시장이 공로상 수상 (2월 26일)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스포츠경영부문 종합대상을 수상 (3월 2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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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개소식 (4월 10일). 앞서 2월 15일 업무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개소 기념식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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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산지유통 실현을 위해 김천시와 김천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한 송아지 전자경매시장 개소식 (4월 1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08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4월 16일~2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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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제19회 경북연극제 (4월 19일~24일)

2008년 김천시 투자유치 설명회 (4월 29일). 한편 이날 코오롱건설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어모개발(주) 등 4개사와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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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배수펌프장 기공식 (5월 2일)

전국남녀 9인제배구 종합선수권대회 (5월 2일~4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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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시 인민대표대회 방문단

(5월 6일)

아포읍 보건지소 준공식 (5월 9일)

어모보건지소 준공식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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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제5회 김천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5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가해 연설하는 박보생 시장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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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하이패스배 전국오픈탁구대회 (5월 31일~6월 1일)

지례면 상부리에 개설된 농기계 임대은행 남부지점 준공식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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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상습침수지역인 어모면 다남리, 군자리 일대의 배수개선을 위한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 (6월 19일)

김천시 상징물제정위원회 위촉식 (6월 20일). 위원회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1월 3일 새로운 상징물을 제정 발표했으며, 까치

였던 시조를 왜가리로, 진달래였던 시화는 자두꽃, 은행나무였던 시목은 소나무로 선정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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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제도인 농업경영체 등록제 설명회 (7월 8일)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7월 2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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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오봉리 원곡

마을상수도 통수식 

(7월 28일)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 (8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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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MBC배 전국수영대회 (8월 1일~5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김천시가 지방자치경영혁신부문 대상과 경제활성화 부문 특별상을 수상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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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건지소 준공식 (9월 4일)

서울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친환경도시(수질)부문 

대상을 수상 (9월 2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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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김천혁신도시 U-city건설사업 추진협약’을 체결 (9월 24일)

경북전략사업기획단이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김천혁신도시 성장주도 산업과 친수공간 조성 심포지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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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YTN 친환경 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친환경도시모델부문 대상을 수상 (10월 2일)

자산동주민센터 개소식 (9월 30일)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개소식 (9월 3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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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소식 (10월 6일)

탑라이스 평가회 (10월 14일). 김천시는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쌀의 혁명 탑라이스 시범생산단지로 선정되면서 조마면 신안들 일대 70농가 

61ha의 단지를 조성,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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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김천시 공동주최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08 경북과학축전 (10월 17일~19일)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실버테니스대회 

(10월 17일~1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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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빗내농악 경연대회 (10월 31일)

제6회 김천시가족연극제 (10월 19일~24일)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김천시가 마련

한 3세대 다문화가족여행 (10월 31일~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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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출신 재일교포의 기부를 계기로 1989년에 설립된 기존 김천시장학회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인재양성재단 설립 발기인총

회가 열렸다 (11월 11일). 이 날 총회에 앞서 9월 2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12월 22일에 법인설립 신고를 마쳤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기업체 환경기술인 및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환경기술인 교육 (11월 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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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 정초식 (11월 13일). 2006년 11월 착공하여 유수전환 및 기초굴착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초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댐 축조공사가 시작되었다. 

조마면 신안3리 내신마을 상수도 통수식(11월 18일). 

같은 달에 대덕면 웃장터마을과 호미마을, 아포읍 

명예마을에서도 통수식이 있었다.

금곡교 준공(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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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청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 (12월 4일) 

김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 9월 1일이다.

제5회 김천가족축제 (12월 5일)

지역 대학교수, 연구기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사업시행자, 김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경북혁신도시 발전방

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12월 1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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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관련 시장·군수 간담회 (12월 17일).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장기검토노선으로 되어 있는 중부내륙철도(김천-진주)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제13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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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2월 17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김천문화

대전 편찬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2011년 9월에 최종보고회가 열리기까지 총 2년 6개월여의 사업기간에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문화사업이었다.

3월에는 김천, 전주 등 동서횡단철도 관련 지자체장들이 동 노선의 조기건설과 복선철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을 채택했다. 한편 3월 26일 아포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2개월간 김천 관내 21개 읍면동별로 걷기

대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대규모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2009 김천 전국스포츠페스티벌’이 

열려 전국YMCA유도대회, ITF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등 유도, 수영, 농구, 육상, 테니스 대회가 잇달아 막을 올

렸다. 이를 통해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의 효율적 이용, 스포츠도시 김천의 위상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스포

츠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5월에는 인재양성재단이 출범했고 농경유물관이 개관했으며 김천전국궁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박보생 시장이 농

협중앙회가 시상하는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시가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신규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역점사

업으로 추진해온 김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월 4일 어모면 남산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김천시는 일반 개발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높았다.

8월에는 시 승격 6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MBC배 전국수영대회,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

회 등 전국 규모 행사가 개최되었다.

11월에 국내 최대의 종합건축자재 생산기업인 (주)KCC와 공장설립을 위한 MOU 체결식이 있었다. 이로써 김천

시는 현대모비스 유치 이후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2월에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다. 취

약한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향상시켜온 김천시의 성과와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김천시는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로, 상수도 등 낙후된 기반시설 다수를 새롭게 신축 및 개설하는 사업들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09

역동적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져가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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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면 남산리에서 열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6월 4일)

미래김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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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1월 15일). 대회는 7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열렸다.

이동복지관 개관식 (1월 19일). 

구성면 상좌원마을을 시작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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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열차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월 6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화만리’ 선정 기념식 (1월 30일). 농소면 봉곡리, 용암리, 연명리, 노곡리가 해당 권역에 포함됐으며, 폐교를 리모델링한

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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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에 모인 김천, 전주, 군산, 무주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이 동서횡단철도 복선전철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3월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디지털김천 문화대전 

편찬협약 체결

(2월 17일).

김천시의 역사와 문화

유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발전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체

적으로 발굴, 분석, 정리

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그 성과를 

디지털 정보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구축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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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읍 거북이마라톤대회 (3월 26일). 아포읍을 시작으로 21개 읍면동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아포읍 대성1리 회성 마을상수도 통수식 

(3월 12일). 이외에도 조마면 대방2리 

가곡마을(4월), 구성면 상원리(5월), 

남면 운곡리(6월), 어모면 도암2리(7월), 

지례면 교2리(7월), 아포읍 대신1리 함골

(10월) 등에도 상수도가 개설되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노사민정파트너십협의회’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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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소식 (3월 26일)

국가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협약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른김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월 1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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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김천 전국스포츠페스티벌

제80회 YMCA 전국유도대회 (4월 21일~23일)

제81회 동아수영대회 (4월 27일~5월 1일)

ITF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4월 25일~5월 3일)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 (4월 29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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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자전거축전 (4월 30일)

양각자두정보화마을 다목적체험센터 준공식 (5월 20일)

대신동주민센터 준공식 (5월 2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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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범식 (5월 22일)

농경유물관 개관식 (5월 28일). 김천 지역의 농경문화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역사유물전시관이자 도농복합도시 김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홍보관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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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천전국궁도대회 (5월 30일~6월 1일)

여름철 상습침수지역인 감문면 구야리, 은림리, 도명리, 

남곡리, 문무리 일대의 하천 정비를 위한 ‘감문천 

개수사업’ 기공식 (6월 5일)

농협중앙회가 제정해 시상하는 ‘지역농업발전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6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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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노동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직장근로자 탁구대회 개최 (6월 6일~7일)

김천자두의 명품화와 고품질화를 위한 미생물발효시설 준공식 (6월 9일). 착과율 증대, 과일비대, 당도증진, 경도강화 등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미생물제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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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세무서 신청사 준공식 (6월 11일)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공식 (6월 1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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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촉진을 위한 국회간담회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가한 박보생 시장 (7월 8일)

제7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7월 24일~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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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60주년 기념식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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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60주년 기념 한여름밤의 음악회 (8월 15일)

2009 MBC배 전국수영대회 (8월 17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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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센터 개소식 (8월 25일). 2009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드림스타트사업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후 옛 용암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문을 열었다.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9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대구·경북대회 (8월 3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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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9월 10일)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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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은행 북부지점 준공식 (9월 24일)

제9회 한중서예교류전 개막식 (10월 9일~1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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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면보건지소 준공식 (10월 22일)

아샤 로즈 미기로 유엔 사무부총장 직지사 방문 (10월 24일)

봉산면보건지소 준공식 (10월 29일)

대성보건진료소 준공식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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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건축·

산업자재 생산기업인 (주)KCC와 김천공장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월 5일)

제1회 황악산악제 및 김천시민산악축제 (11월 8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김천시운동본부 출범식 (11월 1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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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주민센터 준공식 (11월 26일)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준공식 (11월 26일)

중앙보건지소 준공식(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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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천시장기 축구대회 (11월 28일~29일)

‘경북드림밸리 추진방향과 개선대책’ 토론회 (12월 4일)

제5회 김천시장배 탁구대회 (11월 2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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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체육홍보관 개관식 (12월 22일). 

김천체육홍보관은 김천체육발전의 주요

자료들과 향토를 빛낸 체육인들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상북도가 실시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 수상 (12월 30일)

김천혁신도시만의 특화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실시한 ‘경북드림벨리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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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월에 한국도로공사가 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5월에는 한국전력기술과 조달청 품질

관리단 등 부지매입 계약이 잇달았다. 2011년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끝으로 청사

를 빌려 이전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의 부지매입이 완료된다. 

한편 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아포 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본격 추진하

게 되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산지유통센터, 벼 저장창고, 농기계보관창고, 공동육묘장,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건설해 나갔으며, 민원 발생으로 설립이 지연됐던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2015년 3월 준공식을 가지면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다.  

2월에는 다이빙 지상훈련장, 3월에는 경상북도 예술영재 김천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4월에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 중 잔류세대가 거주할 이주단지 준공 입주식이 열렸다. 

7월에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보생 시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화려한 취임 행사 대신 정례조회를 

이용해 간소하게 취임식이 치러졌고 절감된 예산은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사업에 투입하는 등 실용주의 행

보로 민선5기를 시작했다.

또한 같은 달에 기상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이 완공되었고, 곧이어 세계남자

테니스선수권대회 예선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도 이어졌다. 7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및 바이오라이트와 각각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15일에는 LIG넥스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10월에 개최된 김천시민체육대회는 전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로 개최가 순연되어 3년 만에 열리게 되면서 선수와 

시민 2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10월 28일에는 KTX김천(구미)역사 준공식이 열렸다. 2003년 김천에 KTX 중간역 설치가 발표된 후 2004

년 김천시 남면에 역사 위치가 결정됐으며, 2008년 8월 공사를 착공해 2년 2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다. 부산역에

서 진행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개통 기념식에 맞춰 다른 신설역인 오송역, 신경주역, 울산역 등과 

같은 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KTX김천(구미)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산업, 경

제, 관광, 교통 분야에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2010

경제와 교통의 중심으로 나아가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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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공사를 착공해 2년 2개월 만에 완공된 

KTX김천(구미)역사 준공식 (10월 28일). 이날 부산에

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개통식이 진

행되었다.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계약 체결 (1월 

20일). 정운찬 총리, 김관용 도지사, 박보생 시장, 이
철우 국회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천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했다. 

KTX김천(구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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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설명회 및 농업교육 (2월 20일). 김천시는 아포농협의 신청으로 2009년 5월 공모에 참가했고, 2010년 1월 13일 

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2010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드림밸리 워크숍 (1월 28일~29일).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국토해양부 및 경상북도, 김천시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혁신도시 

이전지원계획 청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용역 결과 보고, 효율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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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 준공식 (2월 26일).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꿈나무 육성과 국내외 유수의 전지 훈련팀을 유치 등 

다목적 포석으로 건립하였다.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설립된 경상북도예술영재김천교육원 개원 및 입학식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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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협약식 (3월 12일)

김천농협공판장 전자경매 시연회 (3월 31일). 산지농산물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실시간 경락 가격, 거래가격정보 등 농민, 상인, 중도매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농산물공판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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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봉천리 이주단지 용밭 기반시설 준공 및 입주 (4월 1일). 혁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된 지역 주민 중 남은 14세대 44명이 거주할 터전으로, 

김천시는 마을 부지를 새로 확보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 시설을 개설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생활화를 위한 ‘범시민 희망자전거타기 대행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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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에서 김천포도회, 김천자두연합회 등 

유관기관 인사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김천농특산물 유통개선 및 품질혁신 토론회

(6월 23일)

제4회 김천시장기 배구대회 (6월 12일)

제1회 행복한걸음 장애인건강걷기대회 (6월 2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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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조회를 통해 간소하게 치러진 민선

5대 박보생 시장 취임식 (7월 1일)

민선 제5대 박보생 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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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국제실내테니스장 준공식 (7월 7일). 전년도 6월에 착공해 1년여 만에 완공된 김천실내테니스장은 공인 규격 실내코트 4면, 관중석 410석, 기자실, 심

판실, 중계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새로 개장한 김천국제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010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1그룹 플레이오프 제1회전 경기 (7

월 9일~1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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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전국남여종별농구선수권대회 (7월 12일~23일)

코오롱생명과학 및 자동차용 전구 전문기업 바이오라이트와 각각 김천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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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BC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7월 20일~24일)

제8회 김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7월 2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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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 인라인롤러대회 (7월 24일~27일). 유치부에서 일반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16개

시도 136개 팀 46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제8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7월 25일~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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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8월 22일)

김천 포도·자두품평회 및 시식회 (7월 3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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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한우 전자경매시장 준공식 (9월 6일). 3월 26일 기공식을 연 뒤 4개월여 만에 완공된 것으로, 2007년 송아지전자경매장 신축에 이어 성우(成牛) 전자

경매장 시설로서 전국 최고의 현대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제38회 추계전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9월 3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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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김천공장 설립 

MOU 체결 (9월 15일)

중국 무순현 대표단 방문 (9월 29일~30일)

중국 성도시 산하 팽주시 대표단 방문 (9월 3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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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김천시장, 홍낙표 무주군수, 정구복 영동군수와 3개 시군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10월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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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개최된 김천시민체육대회. (10월 15일) 읍면동 대항인 일반부 경기 11종목, 초중고 대항 학생부 경기 7종목, 번외경기 4종목,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부 2종목 등에 선수와 시민 2만 5,0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천시민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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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조경정책부문 

우수상 수상 (10월 18일). 이로써

김천시는 총 3회의 수상 기록을

가진 전국 최다 조경대상 수상

기관으로 우뚝 섰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우량호두개발 특허 기술이전 상호협력 협약 체결 (10월 20일). 산림 단기소득품목인 호두나무 특허기술 이전, 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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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영·유아 건강걷기대회 (10월 23일)

제4회 김천시장기 축구대회 (10월 24일, 30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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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김천시장기 태권도대회 (11월 6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수돗물 생산공급 및 행정서비스 부문의 ISO 9001(품질)/14001(환경) 통합인증 취득 (10월 29일). ‘ISO 9001/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경영 

시스템으로서 수도사업소의 모든 업무에 대해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유효성·효율성을 인증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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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신리에 마련된 농기계임대은행 서부지점 준공식 (11월 11일)

제6회 김천시장배 탁구대회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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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경희대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협약 체결 (11월 12일)

구성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11월 12일). 농산물 입고장, 선별장, 7개의 저온저장실, 포장실, 소포장실. 포장자재실, 클린룸, 농산물판매장 등을 갖춘 최

신식 농산물 집하 유통건물로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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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3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 빅터코리아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11월 23일~28일).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로 전년도까지는 세계배드민턴연맹 챌린지 등급 대회였으나 2010년부터 그랑프리 등급으로 격상되면서 

대회 상금 및 월드랭킹 포인트가 상향되어 대회 개최 4년 만에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한 권위 있는 대회다. 

개령면 광천2리(빗내) 지방상수도 통수식 (12월 1일)

2010 민원개선 우수기관 수상 (11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민원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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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영양, 영주, 예천으로 급속히 확산되다 경북을 넘어 호남과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2011년 4월 3일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3조원에 달하는 막대

한 피해가 발생했다. 김천은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시민의 협조로 구제역이 침범하지 못했다. 

한편 이 해에 김천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집중했다. 

3월에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있었고, 같은 달 대구지방노동청과 협약을 맺어 지역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협

력하기로 했으며,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청년CEO육성사업 협약(6월), 지역

고용활성화전략 심포지엄 개최(10월), 일반산업단지 준공(11월), e-비즈니스농업인경진대회 개최(11월) 등 다각

적인 노력을 펼쳤다. 

4월에 자두꽃축제가 처음 열렸고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으며, 5월에 이전공공기관 실무자 간담회가 

열리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6월 제1회 김천꿈나무 전국수영대회가 개최되었고, 7월에는 부곡실내게이트볼장이 문을 열었다.

8월에는 관계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착공식이 열리면서 공공기관이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9월에는 김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디지털김천문화대전 구축사업이 2년 6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10월에는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빗내농악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350여 년 전통의 금릉빗내농악

의 위상과 명성을 드높이게 되었다. 

11월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김천일반산업단

지 조성사업 준공식이 있었다. 또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11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기간 중 씨름활성

화와 프로씨름 재건을 위한 씨름포럼 창립식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한편 김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스포츠마케팅분야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12월에도 김천의료원 90주년, 조달청품질관리단 신청사 기공식, 김천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 등 굵직한 행

사가 이어졌다.

2011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변모해가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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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분양 투자유치설명회 (4월 26일).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공사 일정, 토지분양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도 

실시했다.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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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특별방역대책 시달회의 (1월 13일)

남면 구제역 방제현장 방문(1월 7일)

아포 송천 구제역 방제현장 (1월 20일)

구제역 방역활동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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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기공식 (3월 10일)

제1회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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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노인복지정책 설명회 (3월 18일)

2010 김천시새마을운동종합평가 시상식 (3월 1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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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김천-어모간) 확장 개통식 (3월 29일). 이외에도 감문면 대양리(7월), 남면 월명(8월), 대항면 안골(9월), 부항면 해인도로(9월), 증산면 수도리

(12월) 등 관내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이 연중 이어졌다.

대구경북 지역고용서비스 활성화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3월 30일). 이 행사에서 김천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은 지역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역맞

춤형 고용정책 수립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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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단’ 발대식 (3월 31일)

미군 잉여재산처리장 준공식 (4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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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

월 21일~25일)

제22회 김천시장기 직장 및 클럽대항 테

니스대회

(4월 23일~24일)

농소면 봉곡리에서 열린 제1회 자두꽃축제 (4월 16일~17일). 자두꽃길 체험, 사진콘테스트,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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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실무자 간담회 (5월 20일).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임직원을 초청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무순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방문 (6월 2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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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천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개최 (6월 17일~19일). 한국 수영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영에 소질이 있는 꿈나무 발굴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설한 대회다.

구미1대학과 청년CEO 

육성사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6월 14일). 김천시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에게 활동비,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게 되었다.

조마면 장암3리(예동) 

마을상수도 통수식

(6월 28일). 12월에 남면 

초곡2리 서원마을 상수도

통수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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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 및 제9회 김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7월 13일)

제2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7월 6일~7월 1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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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8월 21일)

제9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7월 26일~8월 4일)



362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착공식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착공식 (8월 25일).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사옥 기공식(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도로공사가 

사옥 건립에 들어갔다. 도로공사는 2014년 6월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11월에 이전을 마쳤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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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최한 제3회 다문화가족 알콩달콩 한마음운동회 (8월 28일)

디지털김천문화대전 편찬연구 최종보고회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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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동주민센터 신청사 준공식 (8월 31일). 

한편 12월에 어모면사무소 신청사 준공식이 열렸다.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2011년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활력도시부문 대상을 수상 (10월 10일)

10월 8일과 9일에 걸쳐 여수에서 개최된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금릉빗내농악단이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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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의 날 기념식 (10월 15일)

양곡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식

(10월 26일). 감천 합류부를 기점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천정비 및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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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 산촌생태마을 준공식 (11월 2일)

제7회 김천시장배 탁구대회 (11월 5일). 

11월 6일에는 제7회 김천시장배 태권도대회와 제14회 김천시

장기 야구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제7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11월 12일~1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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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1 전국다문화가족

예술제 (11월 12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11월 18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농 육성을 위해

김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한 e-비즈니스농업인

경진대회(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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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천하장사씨름축제 (11월 27일)

씨름포럼 창립식 (11월 2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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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개원 90주년 기념식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스포츠마케팅분야 우수지방자치단체상 수상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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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잠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식 (12월 12일).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마을쉼터 등 주거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남면 용전리에 문을 연 농기계임대은행 동부지점 준공식 (12월 15일).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해온 김천시가 동부권역(아포, 농소, 남면, 지

좌동)을 담당하는 다섯 번째 지점을 새로 개설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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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단 청사 신축공사 착공 및 안전기원제 (12월 21일)

김천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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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1월에는 일본 나나오시 공무원 직무체험단이 김천을 방문, 김천시의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혁신도시 건설현황 

등 시정현황을 둘러보고 유대 강화 및 행정 노하우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요녕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관

료 일행이 투자유치를 위해 김천을 방문하기도 했다.

3월에 마을기업지원을 위한 약정식이 있었고, 노인일자리 발대식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

걸음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지역일자리 창출정책의 효율적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고용

노동부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4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교통안전공단 신사옥 착공식이 열렸고 국립종자원(6월),  한국전력기술(10월) 등 공

공기관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주요 시설의 건설 및 확충 사업도 계속되어 모암우수저류조 준공(5월), 녹색미래과학관 착공(6월), 부항댐 이설도

로 개통(7월), 귀농귀촌센터 개소(9월) 등 굵직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8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의 태풍이 내습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8월 28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m/s의 4등급 대형 태풍으로 

한반도 전역에 폭우를 쏟아내렸고 특히 강풍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김천은 강풍과 함께 평균 41㎜(증산면 112

㎜)의 폭우가 쏟아져 경상북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7일 오전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38m/s의 5등급 슈퍼 태풍으로 경남 남해군에 상륙한 제16호 태풍 

산바는 2012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영남내륙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안기고 18일 오

전 동해로 빠져 나갔다. 김천은 최고 386㎜(증산면)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산

사태, 가옥 침수 등 시내 중심지역을 비롯해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격적으로 김천시민체

육대회를 취소하게 되었다.

10월에는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북식품박람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초유의 수해에도 좌절하지 않는 김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보도 계속되어, 김천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11월), 김천혁신도시 발전정책포럼(12

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2

미증유의 수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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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 피해현장을 방문한 박보생 시장 (9월 17일)

태풍 산바로 개령면 농경지 침수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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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중국 요녕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거하이잉 부청장 일행이 김천의 우수 농산물과 농산물 시설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 방문 (1월 14일)

나나오시 공무원 직무체험단 방문 (1월 9일~12일). 김천시의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혁신도시 건설현황 등 시정현황을 둘러보고 유대 강화 및 행정 노하

우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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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김천지역 농업분야 FTA 극복

을 위한 농촌관광 심포지엄 (2월 20일)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개

최 (2월 16일~24일)

2012년 마을기업지원 약정을 통해 귀농인 단체와 부

항댐 수몰이주민 단체를 지원했다 (3월 8일). 마을기

업 육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

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함께 정부의 주요 일자리창출 정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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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3월 11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2 지역일자리정책 한마당”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상 수상 (3월 13일).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고용부가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민선 5기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다.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노인복지정책 설명회 

(3월 19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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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0회 보건의 날 및 제12회 정신건강의 날 행사 (4월 5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녹색미래과학관 협약 체결식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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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신사옥 착공식 (4월 24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사옥 착공식 (4월 17일). 앞서 2010년 3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1년 12월 설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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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공동기자회견 (5월 2일).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등 4개 

지자체 시장과 군수가 경북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부내륙철도(김천~성주~

고령~합천~의령~진주) 조기 

착수와,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북선(점촌~상주~김천)을 복선 

전철로 중부내륙철도와 연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후원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4월 27일)

감천 하천변 평지형 저지대의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모암우수저류조 준공식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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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벼 초생력 재배기술 시연회 (5월

7일). 벼 생력재배 핵심기술 교육, 

벼무논 점파재배 시연(무인헬기 직파 외 

3종), 벼생력 기자재 전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제41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5월 

7일~11일). 필드, 트랙, 경보 등 166개 

종목에 걸쳐 중·고·대학·일반부 

총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제10회 김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5월 1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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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호선 대구통로 확장공사 기공식 (5월 24일)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 창립 및 취임식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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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김천신청사 착공식 (6월 21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착공식 (6월 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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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식경영인 최우수기업 선정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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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탁구) (7월 8일~28일)

20개국 2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2 김천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6월 30일~7월 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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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국제청소년미술교류전. (7월 19일~23일)  중국 성도시, 일본 스즈시, 한국 청소년들의 작품 190여 점이 출품, 전시되었다.

부항댐 이설도로 확·포장공사 개통식 (7월 9일). 부항댐 건설로 수몰되는 부항도로 일부 구간의 이설이 불가피하여 2008년 착공, 부항대교를 비롯한 7개

의 교량, 2개의 터널, 전망대 등을 건설하고 개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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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북상에 따른 상황 점검 

(8월 28일)

강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아포읍 

대신리 사과농장 (8월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논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봉사자들

(8월 31일)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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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관한 제4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 대통령상 수상 (9월 6일)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공청회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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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동 주택가 침수 (9월 17일)

물이 불어난 감천 (9월 17일)

9월 17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 상륙한 태풍 산바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다. 김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가옥 침수, 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좌동 배다리 산사태 (9월 17일)

폭우로 김천을 휩쓴 태풍 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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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면 강곡1리 도로유실 현장 (9월 18일)

농소면 신촌리 율곡천 제방 붕괴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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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 수해복구회의 

(9월 19일)

경찰 인력이 투입된 

양금동 복구현장

(9월 19일)

양금동 수해복구작업에 

참여한 김천대학교

학생들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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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면 강곡리 복구현장 

(9월 19일)

태풍 산바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회의

(9월 20일)

농소면 신촌리 수해

복구현장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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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면 옛날솜씨마을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도로공사 간 귀농귀촌센터 개소 및 교육지원·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 (9월 25일). 

한국도로공사 귀농귀촌교육센터(ex-farm)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

귀농귀촌센터 개소 및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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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진행된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10월 5일~7일). 도내 시군 160여 개 평생학습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

험행사와 공연, 전시,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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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10월 11일~14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16개팀 7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민속예술을 선보였다.

경북민속예술인의 밤 (10월 1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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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북식품박람회 (10월 12일~14일)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10월 13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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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착공식 (10월 30일)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

터 창립 총회 (10월 29일). 

그동안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대

구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해왔으나, 위탁협약 만료에 맞춰 

이를 독립법인화하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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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산학연클러스트 조기구축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김천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연구소·대학의 임직원, 일

반투자자 등이 함께하는 김천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1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지역복지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김천시가 복지사업 종합평가부문 대상

을 수상 (11월 26일)

프란시스코 바란 필리핀 법무차관 방문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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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12월 26일)

제17회 김천시장기 배드민턴대회 (12월 2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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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혁신도시 발전정책포럼 (12월 27일)

직지사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준공식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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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신청사 건립과 이전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주체간의 유

기적인 협력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추진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고, 기반시설공사, 학교설립, 이전지원계획 등

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3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행보가 두드러졌다. 목통령고로쇠작목회 유통센터 준공, 사이버농업인 전진대

회,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이 있었고,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의 전국 순회 세미나가 김천

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또한 관내의 친환경기업 4곳을 선정해 녹색사업장으로 인증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장려하기도 했다. 

한편 2008년부터 연 6회 실시해 온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8회로 확대하여, 3월 아포읍을 시작으로 11월까

지 8개 지역(아포읍, 남면, 개령면, 감문면, 감천면, 지례면, 대덕면, 봉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복

지, 건강, 농기계 수리 등 18개 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5월에는 지난 2000년 제38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이후 13년 만에 제51회 대회를 개최했고, 완벽한 경기장 시설

과 빈틈없는 대회 운영으로 스포츠도시 김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월에는 경북, 경남, 충북,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이 국

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가 처음으로 신청사 이전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7월에는 매년 개최되어 온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김천국제가족연극제로 개편되어 열렸고, 8월에 국민체육센터

가 문을 열었다. 

10월에는 김천시와 구미시가 시내버스 광역환승에 관한 협약을 맺고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11월에는 혁신도시 산학연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

착을 돕기 위한 민간지원단이 출범했다. 한편 국내 17번째 다목적댐인 부항댐이 7년 간의 공사를 끝내고 11

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부항댐은 총 사업비 5,559억 원이 투입된 저수량 5,400만 톤 규모의 중형 다목적댐으

로 상습적 홍수피해 예방, 김천 및 구미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됐다. 

12월에는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100억 원 달성 선포식이 열렸다. 2008년 12월에 발족한 인재양성재단은 당

초 2018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시민, 출향인, 각 단체 및 기업

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5년 앞당겨 달성하게 되었다.

2013

견실한 행정으로 성장동력을 일구어가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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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월곡 간 도로 개통식 (1월 4일). 김천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서  김천혁신도시 및 KTX역세권 개발촉진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시균형개발,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402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김천시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1월 15일)

혁신도시 이전추진관계자 워크숍 (1월 31일~2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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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천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3월 14일~15일).  정보화 시대에 농업분야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행사다.

증산면 평촌리에서 열린 수도산목통령고로쇠작목회 유통센터 준공식 (3월 9일).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40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녹색사업장 인증 현판식 (3월 19일).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관리, 환경홍보·교육 등 환경오염 방지활동이 우수한 친환경 사업장에 대한 녹색사업장 인증식

을 가졌다. (주)한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2공장, (주)SG케미컬, 현대모비스(주)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 교육 (3월 20일). 도시지역의 일자리 취약계층을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와 연결하는 일자리를 창출 사업으로 대내외

적으로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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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과일 봄꽃 축제인 제3회 김천자두꽃축제 (4월 12일~13일)

여야 의원 5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1차 현장세미나를 김천에서 개최 (3월 29일)



40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세계남녀주니어테니스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최종예선 개최 (4월 22일~27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동희그룹과 김천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월 16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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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면을 방문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4월 25일). 매년 6회씩 운영하던 것을 총 8회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민원 해결과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기념해 제작된 김천시 창작뮤지컬 “징” 공연 (5월 8일~13일). 삼도봉을 배경으로 부녀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진정한 화합을 그린 작품이다.



408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도내 23개 시·군 선수 및 임원 1만 1,3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과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 걸쳐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천은

종합 2위를 달성하여 2000년 제3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이후 도민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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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 모습 (축구, 농구, 권투, 배드민턴)



41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지자체-기업투자상담회(6월 12일). 수도권이전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지자체별 투자환경소개, 지방이전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김천은 (주)바이오라이트와 본사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3 김천국제초청여자농구대회 

(6월 2일~8일). 5개 국내 팀과 

아시아 6개팀 등 총 11개팀이 

참가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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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김천물류센터 기공식 (6월 26일)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창립·정책세미나 (6월 24일). 이철우, 윤진식 의원을 공동대표로 경북, 경남, 충북, 경기지방 국회의원 11명과 지방자치단체

장 13명으로 구성된 ‘국회내륙고속철도포럼’이 국회에서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412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창립 제10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단체장부문 행정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6월 28일)

김천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첫 번째로 입주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청사 이전 기념식 (6월 2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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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7월 26일~8월 6일). 이 해부터 김천전국가족연극제(GFTF)가 김천국제가족연극제(GIFTF)로 확대 개편되었다. 총 78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이 본선에서 경연을 펼쳤다. 이외에도 러시아, 스리랑카 등의 해외초청공연과 국내초청공연이 함께 진행

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동북아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8월 20일~22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하여 농촌관광 정보 및 문화적 특성

을 이해하고 상호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1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8월 26일). 탁구장, 다목적 체력단련장(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실내체육관(배드민턴, 농구, 프리테니스 등)과 관람석을 설치하

여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교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다. 

스페인도입 가공용 포도 평가회 (9월 9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와인 소믈리에 및 포도관련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스페인에서 도입한 포도와

인 6품종과 국내 와인 4품종 등 총 10종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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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10월 12일). 관내 사회복지 시설, 기관·단체 등 30여 개 기관에서 4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체

험기회를 제공했다.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헬스케어팀(구구팔팔 특공대)’ 발대식 (9월 9일)



41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김천-구미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 협약 체결 (10월 29일). 2012년 3월부터 관내에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해온 김천시가 구미시와 협약을 맺고 사

업구역을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천시민 2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 

시민의 날 김천시민체육대회 (10월 15일).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는 전년도 대회가 태풍 산바로 

취소됨에 따라 3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일행 방문 (10월 14일~1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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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우체국과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식 (10월 30일).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

자체에 제보하고 거동 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등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직지문화공원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10월 30일)



418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서 열린 ‘혁신도시 산학연 

투자유치 설명회’ (11월 1일)

2013 코리아오픈 에어로빅체조대회 (11월 4일~7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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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건설 민간지원단 발대식 (11월 12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임직원 및 입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순수민간단체로 출범

했다.

2013 대한민국 경제리더 시상식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11월 12일)



42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국내 17번째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식 (11월 20일). 생태이동 통로, 댐 배면부 녹화 및 수달서식지 조성 등에 초점을 둔 친환경 댐으로 건설 

됐으며, 부항호 주변에는 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순환 일주도로(14.1km)를 개설하고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 체류형 시설도 도입했다.

부항다목적댐 준공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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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증산면 평촌리 일원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인 주민복지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11월 27일).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2013 농구대잔치 (11월 26일~12월 5일)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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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인재양성재단기금 100억 달성 선포식 (12월 3일)

조달청품질관리단 혁신도시 입주 환영 행사 (12월 1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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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혁신도시 입주환영 행사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3 우수공공체육시설평가’에서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이 최우수상을 수상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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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율곡동주민센터가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혁신도시 지역을 담당할 새

로운 행정조직이 필요해졌고, 이에 남면 용전리 전역과 혁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소면 월곡리 및 신촌리, 

남면 운남리,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김천시는 율곡동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1읍, 14면, 7동 체

제로 정비되었다.

한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입주가 이어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월), 교통안전공단(6월), 국립종자원(9월), 한

국도로공사(12월) 등이 이전을 완료하고 개청식을 가졌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새롭게 추진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구체화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김천시는 2월에 

구미, 칠곡과 함께 ‘중추도시생활권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김천, 영동, 무주가 참여하는 ‘농어촌생활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는 관내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2월에는 5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수도산자연휴양림 시설조성 사

업을 완료했고, 3월에는 황악산의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 및 생태 체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

해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4월에는 숙원사업인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파트너 기업들과 협약을 체

결했다. 지난 2007년 (주)대상컨설팅 등 민간 개발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12년 7

월 사업추진이 중단됐고, 그 후 2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6월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박보생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교통안전

공단 개청식이 열리기도 했고,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 시상식에서 박보생 시장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월에는 민선 제6대 시장 취임식이 직원 정례조회를 겸해 검소하게 치러졌고, 제7대 김천시의회 개원식도 열렸다. 

9월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그린에너지 전문과학관인 녹색미래과학관이 개관식을 가졌고, 제14회 경북과학축전

이 함께 개최되었다. 

10월에는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다. 동 센터는 2016년 2월 문을 열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매년 실시해 오던 각종 문화체육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그밖에 건강체험한마당(8월), 전국김천경제

인 화합대회(10월), 부항댐둘레길 걷기대회(11월) 등의 다양한 행사가 새로 실시되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2014

외연 확장으로 혁신도시 성공을 견인하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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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동주민센터 개소식 (1월 2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1층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출발했고, 자체 신청사는 2015년 4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공식 (10월 14일) 



42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박보생 김천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백선기 칠곡군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중추도시생활권’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월 19일). 3개 시

군은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협약에 이어 지역생활발전 공동계획 수립, 생활권발전협의회 및 생활권발전TF 구성을 통해 지역공동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천시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통

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2월 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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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산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준공식 (2월 24일). 대덕면 수도산 계곡에 숙박시설, 수련관, 야영센터, 산책로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김천의 관광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이 함께하는 ‘삼도봉농어촌생활권’ 구성 및 협력 협약식 (3월 4일). 6월에는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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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 (3월19일).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과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인원은 160명이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기공식 (3월 

7일). 문화체험촌, 문화박물관,

치유의 숲, 한옥체험마을 등을 

건립해 2018년 준공할 계획이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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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대우건설, 바로투자증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 (4월 1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시상식에서 박보생 시장이 우수한 공약이행 실적

을 인정받아 공약대상을 수상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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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6월 9일)

6·4지방선거 선거방송에서 당선 확정이 발표된 순간 환호하는 박보생 시장과 지지자들 

(6월 4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와 대구교육대학

교 간 관학협력 협약 체결 (5월 9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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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신사옥 개청식 (6월 25일). 2011년 11월에 착공, 2013년 12월 준공, 2014년 4월 이전을 완료했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14 대한민국 창조경제CEO대상 시상식에서 시민중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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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제6대 박보생 시장 취임식 (7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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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김천시의회 개원식 (7월 8일)

아포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 종합복지관, 다목적 경기장, 공연장 등의 

시설을 순차적으로 완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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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건강체험 한마당 (8월 22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부 3.0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자원과 협력하여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의 건설분야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7월 15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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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경북과학축전 개최 (9월 19일~21일). 경북도내 과학관련 기관 및 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의 홍보체험관, 도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한 

창의과학체험전, 로봇·우주체험전인 별별원정대, 사이언스 스테이지, 상상공작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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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김천신청사 개청식 (9월 25일).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완공했고, 7월에 본원 4개과와 1개 센터가 이전을 완료했다.

국내 최고의 그린에너지 전문과학관인 녹색미래과학관 개관식 (9월 19일).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녹색문화플레이존 4D풀돔영상관, 기획전

시관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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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시상식에서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10월 2일).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2014년 10월 1일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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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10월 17일). 구 양천동사무소 건물을 김천시로부터 무상임대하여 사용해오다 본원이 있는 율곡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전하게 되었다. 

2014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결선대회 및 시상식 (10월 1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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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40여 개 시군구 및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4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10월 23일~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 대회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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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천삼도봉 부항댐둘레길 전국가족걷기대회 (11월 1일).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 10㎞, 5㎞ 걷기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2014 KSC 청년드림 잡페스티벌 (11월 6일). 김천시와 인근지역 청년구직자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채용관, 해외채용관, 경북김천혁신도시관, 지

역고용홍보관, 진로/직업체험관을 운영했고 해외취업과 유학설명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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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 친환경 환경사업소운영,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4 대구·경북 

그린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11월 21일).

201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11월 10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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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천시장배 스쿼시대회

(11월 30일)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열린 ‘혁신도시 산학연투자유치 설명회’ (12월 2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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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개청식

12월 30일에 열린 한국도로공사 개청식. 2011년 6월에 착공 2014년 6월에 준공했고, 11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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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율곡초등학교 1회 졸업식이 열렸다. 2014년 3월 6학급 103명으로 개교한 율곡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4학급 306명, 2016년 9월 37학급 1,146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려, 관련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월에는 아포읍 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준공식과 아포읍 승격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고, 인구회복 범시민

운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다. 

4월에는 김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씨감자 배양실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동에 도시재

생지원센터를 오픈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어모면 능치리에 드라마 촬영을 위한 고려문화촌 건립, 대덕면 추량리에 지역공존의 숲 조성 및 운영 등

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8월에는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쇼핑몰 1위 업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

드밴처스(주)와 물류기지 건설에 관한 협약 체결하기도 했다.

9월에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김천시에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

가 고속도로 역사관 건립,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0월에도 군산시와 해외시장 공동개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998년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김천시와 

군산시는 각자 축적한 국제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주)  혁신도시 이전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11월에 기존 김천, 구미 지역에 한정되었던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범위를 확대해 칠곡군을 포함하는 협약이 있었

고, 제도 시행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12월에는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김천시, 국립생태원이 참여하는 ‘추풍령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2015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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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단 현판식 (4월 23일). 김천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4월 3일자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했다. 주요 업무는 

미래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연구하며, 동시에 정부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국책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도시 이전지원계획 점검 및 발전방안포럼’ (5월 20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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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자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 (1월 30일)

제1회 율곡초등학교 졸업식 (2월 13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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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인구회복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3월 26일). 13만 5,000여 명(2014년 12월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김천주소갖기캠

페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책을 실시했고, 혁신도시 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국회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간담회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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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 2단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경북도와 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 정책협의회’

(4월 2일). 12개 공공기관, 경북 8개 서부권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사업을 협의·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포읍 승격 20주년 기념식 (3월 28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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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호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를 방문한 박보생 시장 일행 (4월 3일~8일)

인도네시아 수방시 방문



450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농업기술센터 시설 확충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마련된 씨감자 생산지원센터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준공식 (4월 1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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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4월 1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김천시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김천시 도시재

생사업추진단과 주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대상지역 현장에서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김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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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현판식 (4월 27일). ‘의료기관인증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평가, 의료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김천의료원의 인증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다.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바스프, 코오롱플라스틱이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공개로 체결했다 (4월 16일).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합작법인 설립 인허가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고, 그 결과 2016년 초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합작사인 코오롱바스프이노폼 공장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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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금오공과대학교가 참여한 ‘창조국방 융복합기술 국산화 환경조성’ 업무협력 협약식 (5월 7일). 국책과제 발굴과 수행, 특

성화된 대학 교육증진, 국방 군수산업 육성과 시험연구 확대 등 공동의 이익증진과 지역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천혁신도시 맞춤형 인력양성교육생 입교식 (5월 19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젊은 인재들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의 고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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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연고지 이전 협약식 (5월 21일)

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필수연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6월 10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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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한킴벌리,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대덕면 추량리의 시유림 내에 ‘지역 공존의 숲’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6월 24일). 동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공존의 숲 대상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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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7월 28일~29일)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7월 24일~8월 4일)

제20회 전국학생 우슈쿵푸선수권대회 (7월 24일~26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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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DSK엔지니어링, 김천생명과학고와 스마트팜(ICT농업)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8월 7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통해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5 국가대표선발전 및 제55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8월 1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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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공무원 배드민턴대회 (8월 29일~30일)

제17회 김천부항댐 그란폰도 전국자전거대회 (8월 30일). 1,200여 명의 선수들이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을 출발해 직지사와 부항댐을 거쳐 다시 

김천종합스포츠타운으로 돌아오는 102㎞ 코스를 달렸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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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준공기념 KBS 열린음악회 (9월 1일)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를 주제로 개최된 제1회 경북대 행정대학원·김천혁신도시 관학협력 세미나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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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9월 10일)

제2회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 대회 (9월 1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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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하이패스배 전국 탁구대회 (9월 12일~13일)

젖소 홀스타인 종의 산유능력을 평가하고 체형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2015 경상북도 홀스타인품평회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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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10월 6일)

군산시와 해외시장 공동개척 협약 체결 (10월 1일). 1998년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김천시와 군산시는 각 도시별로 축적한 국제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 전략적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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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경제리더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보생 시장 (10월 7일)

한중일문화페스티벌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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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천시민체육대회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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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코오롱플라스틱(주)

이 김천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설립과 관련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10월 28일)

한국전력기술(주) 이전 기념식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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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2015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11월 12일)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이 「시내버스 광역 무료환승」 협약을 체결 (11월 16일).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 덕분에 3개 시군 70만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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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문화회관 개관식 (11월 20일). 1965년에 건립되어 김천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던 김천문화센터가 ‘김천시문화회관’으로 재탄생했다. 

2014년 3월 착공해 2015년 10월에 준공되었고, 총 1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증산면 시루메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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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 김천시, 국립생태원이 체결한 ‘추풍령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12월 30일). 추풍령은 백두대간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국도 4호선, 지방도(군도 27호선) 4개 노선이 병행하는 생태축 복합 단절구간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 150억 원

을 투입해 201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제일병원에 개소된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전문기관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12월 1일)

연대기
화보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2006 2009 20132007 2010 20142008 2012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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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거창을 잇는 국도3호선 중 김천-교리 구간 준공식 (12월 29일). 

총사업비 1,9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7년 5월 착공해 8년 만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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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김천의 발자취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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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대까지의 역사 

제2절 대한민국시대의 역사

제3절 민선자치 초기 10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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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

김천에서 30㎞ 떨어진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의 유물인 르발루아첨기(Levallois, 

尖器), 돌망치, 찍개(chopper) 등이 출토되어 8만~3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

곳과 멀지 않은 김천도 구석기시대부터 인류 거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천 지방에서는 1991년 구성면 송죽리 고목마을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김천의 유래는 1718년 여이명이 쓴 김천 향토지인 『금릉승람(金陵勝覽)』에 나타나 있다. “옛날 금이 나는 샘이 

있어 김천이란 이름이 생겼다. 그 샘물의 물로 술을 빚으면 맛이 그렇게 좋고 향기가 높아 그 샘물을 주천이라 

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금을 샘에서 캐어 바치는 부역이 두려워 그 샘을 묻어 버려서 지금은 그곳을 알지 

못한다. 과하주는 여산주(지금의 익산에서 나던 술), 호산춘(문경에서 나던 술)과 더불어 국내에서 이름난 3대 

명주이다. 타지 사람이 김천 사람에게서 술 빚는 방법을 배워서 배운 대로 빚어도 이곳 술과 같지 않다. 샘물이 

다르기 때문이리라.”고 했다. 

김천이란 지명은 문헌상으로는 역참명인 ‘김천역’으로 나타난다. 역은 487년(신라 소지왕 9년)부터 설치되었는

데,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547개 역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538개 역이 있었다. 김천역은 고려시대 어

느 때인지는 분명치 않다. 

행정상 명칭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김산군 산하 15면의 하나로 김천면이 기록되어 있다. 김산이라는 지

명은 신라 경덕왕 이전까지는 향찰 이두문자로 표기하던 것을 한자식으로 고치며 동잠(桐岑)이던 지명을 김산

으로 바꾸고, 지품천은 지례로, 감물은 어모로 했다. 즉 김천은 김산현에 속한 한 면의 이름이다. 지례현·김산

현·어모현은 개령군의 속현으로 고려 말까지 내려왔다. 

조선 초기 1416년 전국을 23부제로 하면서 현을 없앴다. 이때 김산현은 어모현을 합해 김산군이 되었으며, 

1895년에 김산군을 비롯해 지례군, 개령군을 대구부에 예속시켰다. 이후 1914년 이들 3개 군을 통합해 김천

군으로 하고 관하에 20개 면을 두었다.

제1절 근대까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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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김천의 발자취

출토되었다. 유적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야외로지(爐址)·석기 제작장,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지석묘·석곽묘,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 고려시대의 석곽묘, 조선시대의 회곽묘가 발견되었다. 유물

로는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무문토기·어망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방추차·석검 등이 출토되

었다. 

한편, 감문면 문무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횡혈석실묘 다수가 군재(群在)한 것으로 나타났

다. 청동기시대의 특징은 지석묘와 석실분이 무리지어 있다는 것이다. 문무리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에 이미 사람이 집단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무문토기를 구워서 용기로 사용했으며, 

청동으로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하여 원시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했음을 보여준다. 

삼한시대 변한의 12소국 중 감문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김천시 개령면 지역에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

하면, 231년(조분이사금 2년)에 이찬(伊飡) 석우로(昔于老)를 대장군으로 삼아 감문국을 토벌하고 그 

지방을 군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557년(신라 진흥왕 18년)에 감문소국에 군주(軍主)를 두고 청

주(靑州)라 했으며, 진평왕 때는 주를 폐하고 661년(신라 문무왕 1년)에 감문군을 설치했다고 했다. 

한편, 12소국 중 주조마국도 김천시 조마면에 있었다고 한다. 

감문면과 어모면 일대에는 “여산이 망해서 아산이 되고 아산이 망해서 김산이 됐다.”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여산은 지금의 감문면 문무리인데, 윗마을은 상여이고 아랫마을은 하여로, 두 마을을 합하여 여

산이라 했다. 또한, 아산은 지금의 어모면 중왕리로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으며, 지금은 아천이라고 

부른다. 

삼한시대 문무국의 도읍지는 여산, 어모국의 도읍지는 아산이라 전해진다. 아산은 삼한시대에는 어모

국, 삼국시대에는 감물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어모현이라 했다. 한편, 여산이 문무국의 도읍지라

는 구전과 여산의 상여와 하여를 합쳐서 문무동이라고 했다는 구전이 전해지기도 한다. 김산은 지금

의 금산동으로 신라시대부터 김산현의 읍지였다. 

삼한시대에 감문국이 있던 김천 지역은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서·남·동이 험준한 산맥으로 가

로막혀 분지를 이루는 가운데 감천이 중앙부를 흐르고 있었다. 증산면·지례면 울곡·조마면 신곡은 

성산가야에 속했던 지역으로 근래에 와서 김천에 편입되었다. 

교통상으로도 증산면 장전리에서 성산가야로 넘어가는 진돌모재가 있고, 황항리에서 넘어가는 바람

재, 지례에서 넘어가는 똥재, 조마면에서 넘어가는 살티재, 감천면에서 넘어가는 별미재, 농소면 노곡

에서 넘어가는 달밭재, 남면 부상에서 넘어가는 능밭재 등 김천 지방과 성산가야와의 교통은 일찍부

터 빈번했다. 

1965년 조마면 장암리에서 출토된 토기가 1968년 창녕에서 출토된 토기와 양식이 동일한 가야토기로 

밝혀짐으로써, 김천의 감천 동쪽은 가야문화권에 속했고, 서쪽은 가야문화권에서 벗어난 지역임을 입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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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시대·남북국시대 

신라는 건국한 지 288년째인 231년(조분이사금 2년)에 벼슬이 이찬인 석우로를 대장으로 감문국을 

토멸하고 감문군을 두었다. 한편, 418년(눌지왕 2년)에는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러 와서 황악산(대항면 운수리)에 직지사를 창건했는데, 이 사찰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

종 제8교구 본사이다. 아도화상이 묵호자(墨胡子)와 동일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475년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가 가야에 눈을 돌려 차리·파다·모루·기문 등을 공략하자 가야의 맹

주인 대가야는 신라에 접근하여 백제를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되자 대

가야를 비롯한 주조마국 등은 백제의 힘을 빌리려 했지만 백제가 554년 관산성에서 신라에게 패하자 

가야는 양국 사이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신라는 여세를 몰아 가야를 공략하려고 557년 감

문군에 감문주를, 비화벌에는 하주를 각각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해 군사조직으로 강화했다.

감문주에는 사찬벼슬의 기종을 군주로 파견했는데, 비화벌과 감문주 중간에 있는 대가야를 협공하려

는 의도였다. 『삼국사기』에는 감문주를 청주라 했다. 드디어 562년(진흥왕 23년)에 이사부로 하여금 

대가야를 토멸하고 주조마국도 함께 신라에 병합되었다. 

신라 687년(신문왕 7년)에 이 지방에는 사벌주 밑에 감문군을 두고 아래에는 김산현·지품천현·감물

현·무산현 등 4현을 두었다. 757년(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사벌주는 상주로, 감문군은 개령군으로, 

지품천현은 지례현으로, 감물현은 어모현으로 개칭했다. 

삼한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는 동안 철기문화 발달로 벼농사가 보급되고 재배 곡물의 종류가 늘

고 농기구 사용으로 기술이 발달해 농업은 이미 기본 산업이 되었다. 그리고 내륙지방인 김천 지방에

서도 천렵의 어업이 있었다. 구성면 송죽리에서의 어망추 출토는 감천 유역의 어업을 입증하고 있다. 

신라가 당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불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김천에는 직지사를 비롯해 당시 

건립된 사찰과 절터가 20여 개소나 된다. 그중 증산면 평촌리에 위치한 불영산 청암사는 직지사 말사

로 858년(헌안왕 2년) 뛰어난 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道詵) 국사가 창건했다. 조선 숙종의 

정비(正妃)인 인현왕후가 서인으로 있을 때 이곳에 머무른 인연으로 조선시대 말까지 상궁들이 신앙생

활을 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17세기경에 전문 강원(講院)을 개설해 줄곧 불교 강원으로서 명성을 날렸

으며, 1987년에는 청암사 비구니승가대학을 설립해 많은 학승들을 양성하고 있다.

3. 고려시대·조선시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김천 지방이 속한 영남도에는 상주·대주·선주·계주·길천·강주 등 12주

가 있었고, 상주 산하에는 48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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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년(현종 9년)에는 다시 지방 개편이 있었는데 75도 안무사를 없애고 전국에 4대 도호부(안남·

안서·안북·안동)와 8목(광주·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 및 56지주군사·28진

장·33현령·302현감을 두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년)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지방조직으로서 1유도부·6부·5대도호부·20

목·74도호부·73군·154현을 두었다. 김산현은 황악산에 정종의 어태 봉안으로 어모현을 폐합하여 

김산군으로 승격했다. 8도의 하나인 경상도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남북 또는 좌우로 분할과 통합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1518년(중종 14년)에 좌우도로 분할했는데 낙동강 동쪽을 경상좌도, 서쪽을 경상우도로 하

고, 감영은 상주와 경주에 두고, 상주목사와 경주부윤은 관찰사를 겸했다. 뒤에도 분합이 반복되다가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도로가 막히자 다시 좌우도로 나뉘고 감영을 팔거(칠곡)에 두기도 

했다. 후에도 분합이 끊임없이 논의되다가 1595년에는 우도 감영을 상주로 옮기고 조선시대 말까지 

내려왔다. 

향·부곡·소·처는 1413년(조선 태종 13년) 행정구역 정비 과정에서 월경지 또는 견아상입지를 우

선했다. 월경지 위치는 갑지 안에 있으면서 행정상으로는 을읍에 속한 경우로 이 지방에는 연명향이 

이에 속한다. 즉 연명향은 개령현 안에 있으면서 행정상으로는 김산군에 속했다. 

또 견아상입지는 개의 이빨처럼 들쑥날쑥한 지형으로, 이 지방에는 김산군과 황간현의 경계선에서 김

산군에 깊숙이 들어있는 황간현의 금화부곡은 김산군에, 황간현에 깊숙이 들어 있는 황금소를 황간현

으로 이속시켰다. 또 굴곡부곡은 미곡면으로, 파매처는 파며면으로, 조마부곡은 조마면으로, 두의곡

부곡은 지례 남면(현재 대덕면)의 장곡촌으로, 사릉량부곡(현재 부항면)은 사등리로, 월이부곡(현재 

부항면)은 월곡리로 각각 개편했다.

4. 근대

조선은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전국을 23부제로 개편했다. 경상도는 4부(대구·안동·진주·동

래)로 분할되고, 각 부 아래의 군·현은 모두 군으로 고쳤다. 이때 김산·지례·개령 3군을 대구부에 

예속시켰다가 1914년 개편 때 3군을 통합해 김천군으로 하고 관하에 20면을 두었다. 종전 김산군 16

면, 지례군 9면, 개령군 8면 등 총 33면을 20면(김산군 11면, 지례군 5면, 개령군 4면)으로 통폐합했

다. 종전 489리·동(김산군 263리, 지례군 151리, 개령군 75리)은 172리·동으로 통폐합했는데 이

것이 지금의 리로 정착됐다. 

1914년 이후 면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지방행정구역 변경으로 어떤 면은 인구 밀집과 

함께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자 이에 따른 도로·하천·제방·시장·묘지·오물 처리를 위한 경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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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

었다. 그 이전인 1912년 3월에 공포된 경비부담

법에 따라 1917년부터 인구 밀집 면에서는 지세

(地稅)가 호당 평균 30전인 경우에 지세의 100

분의 20까지 경비부담금으로 징수했다. 한편 보

통면과 처우를 달리하는 조치로서 특별면을 지

정했다. 경북에서는 김천군 김천면과 영일군 포

항면이 이에 해당됐다. 1928년 감천면 지좌동 

전역을 김천특별면에 편입해 면세를 확장하고 

1931년 4월 1일자로 김천특별면이 김천읍으로 

승격됐다. 

1890년대 김천면은 감천변을 따라 서쪽에 상

신기와 하신기·갈마동·중동·상동·자산·

좌동·우동·약수동·부곡동 등이 산재한 자연 

부락으로 800호 미만의 농촌 지역이었다. 상신

기·하신기는 김천장터로 감천을 따라 기다란 

모래밭에 장이 5일마다 섰는데 홍수가 나면 장

터는 물바다가 되었다. 지금의 황금동교회 앞을 

흐르는 남산천과 감천으로 삼각지대가 이루어

진 곳은 모래가 쌓여 비교적 높은 지대였는데 이

곳에 목로주점과 상주인가가 10여 채 들어섰을 

뿐, 장이 서지 않는 날은 한산한 곳이었다. 김천

장은 영남 북부지방은 물론 전국 5대 시장의 하

나로 꼽힐 만큼 규모가 컸다. 

1905년 1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때 김천시장의 규모가 크고 농산물을 비롯한 상거래의 장래

가 밝다는 데 착안하여 부산에서 상업으로 성공한 일본인이 김천에 소금을 들여오고 콩을 사 모아 일

본으로 수출하여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 이 소문을 듣고 일본 상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 하신

기 김천장터에 자리 잡고 중심지의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거나 임자 없는 늪지대를 매립하여 소유 토지

로 만들어 시장을 넓혀 나갔다. 반면, 한국 상인들은 점차 시장 중심지를 떠나 아랫장터(감호동 쪽)로 

밀려났다. 1909년에는 감천시장과 김천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김천역-성내동-삼각로터리-감천교) 

개설을 추진했으나 김천역-삼각로터리 구간만 개설되었다.  

용두동 상가(1910년대)

김천읍사무소(1910년대)

감호시장 장날(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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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지방관서가 일

제에 넘어가자 일본인회는 해산되고, 토목·위

생·소방 등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단체가 없어

져, 1915년에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김천

진흥회가 조직되었다. 김천진흥회가 당면한 문

제는 시가지 정리사업인데 그동안 도시계획 없

이 확산된 시가를 정리하는데 관계되는 사람의 

이해가 얽혀 쉽사리 수행되지 못했다. 

1917년 김천면이 김천특별면으로 승격되면서 

면장이 일본인으로 바뀌었다. 이때 상담역으로 

한국인 한 명과 일본인 한 명이 위촉되었으며, 

자문기구인 김천사업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인 5명과 일본인 10명으로 조직되

었으며, 당시 현안이었던 시가지 조성사업, 도로 

확장사업, 감천제방 축조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때 오랫동안 암투를 벌여왔던 실업청년회와 청

년동지회(이전 김천진흥회)가 이 위원회 추진사

업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지지부진하던 시가지 정리사업은 1916년에 1만 

5,350원의 예산으로 착수해 일본인 본거지인 아

랫장터 지역을 바둑판처럼 정리해 233동의 건

물이 신·개축되었다. 지금의 자산동(용두동) 시

가지는 당시 정리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김천 

시가지 정리사업의 효시라 하겠다. 당초 하신기 

(김천시장)-김천역 간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할 때 개설하지 못했던 삼각로터리-감천교 구간을 연장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1918년 7월에 완공했다. 그리고 해마다 장마철이면 범람하는 감천변 제방축

조사업은 당시 3만 원의 예산을 들여 1919년 착공해 3개년 연차사업으로 1922년에 가을에 완공했다.

김천군청(1930년대)

경부선 개통 직후 김천역(1905년)

김천역(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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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지역 행정구역 변천 일람

동잠(桐岺) 

삼한시대에 지금의 개령면 동부리 일대에 감로국이 있었고, 조마면 강곡리 일대에 주조마국이 

있었다. 구전에 따르면 어모면 중왕리 일대에 어모국, 감문면 문무리 일대에 문무국, 조마면 

장암리 일대에 배산국이 있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김천 지방의 지명은 동잠(桐岺)이었고, 지

례 지방은 지품천, 어모면 지방은 감물이었다.

김산현(金山縣) 

757년 동잠을 김산현(金山縣)으로 고쳐서 개령군(開寧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김산현과 함께 

지품천을 지례현, 감물을 어모현으로 고치고 개령군의 영현으로 두었다. 

1018년 김산현과 지례현을 경산부(京山府, 성주) 관하에 이속했으며, 어모현은 경산부 직속으

로 두었다. 

1390년 김산현과 지례현에 감무(監務)를 설치하고 다스리게 했다.

김산군(金山郡) 

1416년 조선 정종 때 임금의 태(胎)를 묻은 곳이라 하여 김산현과 어모현을 통합해 김산군(郡)

으로 승격되었다. 

1895년 현(縣)제의 폐지로 지례현과 개령현을 지례군, 개령군으로 고치고 김산군과 함께 대구

부에 붙였다. 1896년 김산군을 3등군, 지례군과 개령군을 4등군으로 해 경상북도에 예속시켰다. 

1905년 충북 황간군 황남면의 6개 동을 김산군에 편입했다. 

1906년 성주군의 내증산면이 지례군에 편입되었으며, 김산군 황금소면을 황간군에 이관했다. 

1914년 김산군(金山郡)·지례군(知禮郡)·개령군의 3개 군이 통합되어 김천군(金泉郡)이 되었

다. 성주군 외증산면의 6개 동을 김천군 지례군에 편입했으며, 성주군 신곡면을 김천군 조마면

에 편입했다. 

1917년 김천군 김천면을 김천특별면으로 지정하고 제한적 자치권을 부여했다. 

1931년 읍면제 실시에 따라 김천특별면과 금릉면을 통합해 김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읍면에 

협의회를 두어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했다. 

1934년 과곡면과 석현면을 통합해 구성면으로, 구소요면과 아천면을 통합해 어모면으로, 송곡

면과 위량면을 통합해 감문면으로 개편했다. 

1938년 감천면 지좌동을 김천읍에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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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정치

1945년 8월 17일 김천 성내동에 있는 김천극장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족의 독립을 실감하게 된 사람들은 남산공원에 있던 김천신사의 입구 문(도리이: 신사의 경계 영역

을 표시하는 문) 등 시설물을 부수고 억압되었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중앙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자 각 지방에서도 재빨리 호응하여 8월말까지 전

국 145개소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산하에 치안을 담당하는 단체가 생겼다. 김천에서는 

8월 18일 김천극장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김천지방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8월 20일 김천장날

을 기해 공설운동장에서 조국 해방을 경축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김천건국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

로 출범시켰다. 이때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으며, 축하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행진은 식

장에서 출발해 김천역 광장에서 해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인근의 주민들이 몰

려들어 김천시가는 온통 발붙일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때 역 구내에는 패전한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군용 열차가 들어와 출발을 기다

리고 있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길에 서 있던 시민들이 쓰러져 갔다. 군용 열차에서 시가를 향하

여 무차별 기관총 사격을 가한 것인데 불의의 총탄에 맞아 10여 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중경상자가 

났다. 김천역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시내 전체가 들끓었다. 

1945년 9월초 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둔 건국준비위원회의 현판이 김천인민위원회라는 간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인민의 해방을 수행한다면서 9월 15일 밤 김천경찰서를 습격해 경찰서를 접수한 다

음, 이튿날 김천군청을 습격해 업무를 접수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천세무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인민

위원장 임종업은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직무를 독차지함으로써 막강한 권좌에 올랐다. 그러나 미

국 군정관이 김천에 주둔하면서 해직된 군수·서장·세무서장 등을 복직시키면서 임종업의 삼일천하

(三日天下)는 막을 내렸다. 

김천건국준비위원회는 정치 이념을 초월해 순수한 애국심으로 건국에 대비해 공백 상태의 치안을 확

보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중앙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직된 지 한 달도 못되어 좌우로 분열이 

제2절 대한민국시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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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며 좌익에서는 조직을 인민공화국으로 하고 조각을 발표했다. 김천에서는 이에 호응해 좌익계의 

임종업이 과거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나복기를 앞세워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영문도 모르는 젊은

이들이 결성장에 모였다가 공산주의 단체임이 드러나자 발을 돌리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에 가

담했다. 

민주청년동맹은 인민공화국의 노선을 걸으면서 김천경찰서, 김천읍 등 기관을 접수했다. 점차 공산계

열의 생태를 알게 된 청년들은 민주청년동맹에서 이탈해 순수 교양 단체를 주창하면서 김천청년회를 

조직하고 민주청년동맹의 과격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대항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농지 개혁의 중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검토가 계속되었다. 

좌익계에서는 농지 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우익계에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주장했

는데, 드디어 1949년 4월 특수농지와 분쟁중인 농지를 제외한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참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정부가 대전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피난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생겨났다. 각급 학교는 7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일제히 휴학했고 

각종 전투요원들은 반격에 참여할 태세 준비에 바빴다. 용감한 청년들이 시민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

며 자원입대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으며 애국청년단체에서는 국군모병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천에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7월 31일 오후였다. 각 기관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후퇴령을 알

릴 겨를도 없이 먼저 후퇴했고 그날 밤 11시 김천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황급히 떠나갔다. 7월 초부터 

서울 방면에서 밀려오는 피난민 대열은 하루에도 10만 명에 이르렀으며 피난민 행렬 속에는 공산 측 

오열이 섞여 있어 군 당국이 작전상 이유로 7월 중순부터는 경부국도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난 대열은 

개령을 경유하는 선산 가도를 꽉 메웠다. 

후퇴령이 내려지기 이틀 전인 7월 29일 이미 영동을 침공한 공산군 선봉대가 지례면 관덕리에 나타났

다는 제보가 있어, 당시 증산면에 후퇴해서 머물고 있던 경기도 이천경찰대와 증산지서원 유성리 청

년당원 등 200여 명의 병력이 출동해 인민군 15명과 교전 끝에 11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했다. 이 

한국전쟁 참상(1950년대, 황산에서 용두동 전망) 한국전쟁 참상(1950년대, 모암산에서 모암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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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가 김천 지역에서는 처음이었다.

이후 공산군 정치공작대가 김천 지역을 장악해나갔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좌경분자와 추종무리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다.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인민위원회, 치안대, 농민동맹, 여성동맹 등이 피난 못 간 

시민들을 못살게 굴었다. 공산군은 유엔군의 폭격이 뜸한 야간을 이용해 시민을 자신들의 조직에 가

입하게 하고 강제 동원하여 도로와 교량 등을 복구하는 데 사역시켰다. 심지어는 수십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군량과 탄약을 운반하는 일에도 동원했다. 김천 지역에 침공한 공산군은 행정체제를 갖추고 

부농과 지방 유지들을 색출해 소위 반동분자라고 몰아세우며 재산을 몰수하고, 군중 앞에서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다. 그렇게 50일 동안 시민들은 공산군 치하에서 시달려야 했다. 한편 피난길에 오른 김

천사람들 가운데 낙동강을 건너간 사람은 3만 명을 웃돈다. 그중 2만여 명은 청도나 경산으로 피난했

으며 그밖에도 부산, 밀양 등지로 피난했다. 

1960년 자유당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3·15부정선거로 인해 2·28대구학생시위와 3·15마산시민의 

시위에 이어 학생들이 4·19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다. 김

천에서도 4·19혁명 이전부터 김천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학생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으나 

경찰 정보망에 걸려 무산되기 일쑤였다.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직 사임을 선언하고 27일 국회가 하야를 결의했다. 이에 앞

서 26일 10시 20분부터 대통령 하야 성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천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은 교정에서 부정선거 규탄 궐기대회를 가진 뒤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위를 저지

당한 억눌린 울분이 마침내 시청 앞에 이르러 폭발하고 말았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는 후퇴와 전진

을 되풀이하다가 밤늦게 해산했으나, 이 사건으로 김천고등학교 학생 1명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여

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당시 경찰서장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몇몇의 경찰

관이 해직 또는 징계되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7월 29일에 실시되었다. 김천시 선거구에 김세영이 최고 득표로 당선

되었다. 4·19혁명 후 7·29총선으로 등장한 민주당정권은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이듬해 5·16군사

남산동에서 바라본 시가지(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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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에 의해 붕괴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1963.11.26.)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경북 제6선거구로 통합되

어 의원 1명을 선출했다. 5명이 출마해 선거를 치른 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백남억 후보가 당선되

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1967.6.8.)에서는 김천·금릉선거구에 6명이 출마해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백남억이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1971.5.25.) 때에는 김천·금릉선거구가 경북 제8선거구

로 변경되었고, 3명이 출마해 여당인 민주공화당 백남억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공포된 유신헌법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던 국회는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

원 선거를 통해 복원되었다. 이때는 김천시와 금릉군, 상주군까지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8명이 출마해 상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무소속의 기업인 김윤하, 그리고 민

주공화당의 백남억이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9.12.12.)에 7명이 출마해 김천에서 우세를 보인 무소속 박정수와 상주에

서 강세를 보인 무소속 정휘동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민주공화당 김천·금릉지구당은 1963년 이후 

백남억 위원장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새로 당선된 정휘동이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1980년 11월 민주

공화당이 해산되자 정휘동은 1981년 3월 25일 치러진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7명이 출마해 민주정의당 정휘동과 무소속 박정수가 당선되었다. 

10대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재당선된 것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2.12.)에 5명이 출마해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상구와 신민당 이재옥이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8.)에서는 중선구제에서 소선구제로 환원되면서 상주가 떨어져 나

가고 김천과 금릉군이 한 선거구가 되어 민주정의당 박정수가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3.24.)에는 5명이 출마해 여당인 민주자유당 박정수가 4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통합전 김천시청(남산동, 1970년대) 통합전 금릉군청(남산동,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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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1945년 광복 이후 남과 북에서 각각 정부가 들어서고,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좌우 이데

올로기 대립이 극심했으며, 강대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상황이 발생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막대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사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파싸움과 쿠데타 등으로 인해 정국은 불안하기만 했다.

1960년대 들어 농업사회가 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중공업 중심

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화로 인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뒤따랐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핵가족화의 가속화,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물질만능주의 확산 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980년을 전후해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 등장 등 정치적 혼란과 갈등

이 빚어졌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1987년 

6·29선언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을 개최했다. 1990년대 중반 들어서는 단기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으며, 1997

년 12월에는 경제부총리가 IMF(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위 ‘IMF 사태’를 맞아 심각

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1) 사회복지

먼저, 노인복지시설로는 1950년대 노인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재정이 부족해 

친목단체로만 머물렀다. 1969년 1월 전국의 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되어 연합회를 조직했으며, 이듬해 

4월 전국적인 연합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1970년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김천 시가지 모습(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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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이규동이 중앙회장에 취임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김천시는 1985년에 평화동에 2층짜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다.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

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 등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4월 남산동(중앙공

원1길 16)에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로는 육아시설과 보육시설이 있다. 육아시설로는 임마누엘영육아원이 1951년 12

월 25일 대구기독교선교회의 보조를 받아 창설되었다. 전쟁고아 7명으로 시작했으며, 나중에 시설인

가와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베다니성화원은 1958년 7월 29일 창립해 2년 후 사

회복지법인체 인가를 받았다. 베다니보육원(현재 김천사랑의 집)은 1959년 11월 5일에 창립되었다. 

집 없이 배회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개간해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고, 2002년 김천사랑의 집 유

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셋째, 여성의 여가선용, 의식과 능력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여성 사회교육을 위해 김천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취미·기능교육을 실

시해왔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 문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서로 돕고 사는 분위기를 조

성해왔다. 그리고 시민환경교실과 학생자원봉사자교실도 운영해왔다. 

넷째, 장애인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지회가 있다. 198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았으며,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으로 김천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 4월에는 김천시가 김천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개관했는데, 대지 4,298㎡, 건물 

2,509㎡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건전한 사회 구성

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지원했다. 장애인 주간 보호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두고 직업 재활 및 치료 교육, 사회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의료·보건

김천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현대식 의료기관은 1920년에 세운 회생의원(回生醫院)으로 용암동

(모암동)에서 개업했다. 이후 인선의원, 남산의원, 인화의원, 백치과의원, 김경칠치과의원, 금릉의원 

등이 근대시대에 개원했다. 

1960년까지는 지례·남면·대덕·증산면에 공의(公醫)제도 실시에 따라 한지의(限地醫: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받은 의사)가 있었고, 1961년에 지례면에 보건소가 개설된 이래 각 면에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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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는 도립병원인 김천의료원과 몇몇 의원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병원 1

곳, 의원 34곳, 특수병원 1곳, 치과의원 22곳, 한의원 12곳, 조산원 1곳 등 71개의 의료기관이 있었

다. 2015년 현재는 도립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 정신병원 2개, 요양병원 4개, 일반의원 25개, 

치과의원 30개, 한의원 23개 등 86개의 의료시설이 있다.

그중 김천의료원은 1921년 10월 10일 학교조합 사무소에 가막(假幕)을 짓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진

료를 시작했다. 김천의 숙원사업으로 공공병원 유치문제를 김천면협의회와 김천학교조합(오늘날 교

육위원회에 해당)이 도지사에 건의하고 청원하여, 5만 원에 해당하는 병원 부지를 지역민이 부담하고 

병원 건립과 운영을 경상북도에서 맡는 조건으로 현재의 자리에 1922년 10월 병원 건립에 착공하여 

1923년 6월 준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해 12월 6일 도립 김천병원이 개원했다. 1983년 7월 1일 지방

공사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으로 개원했으며, 2008년 1월 1일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김천제일병원은 

1994년 개원한 제일신경외과가 모태이며, 1998년 5월 29일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병원 건물을 짓

고 개원했다. 

한편, 김천시보건소는 1962년 6월 19일 용암동(모암동)에 목조 35평 건물을 지어 개설했다. 그해 9

월 보건소법 개정으로 김천시에 편입되어 시 사회과와 경찰서 보안과의 일부 업무를 흡수하여 보건 업

무가 일원화되었다. 이후 증축하고 이전하는 과정을 거친 뒤 1994년 시청사 내로 이전했다. 한편, 금

릉군보건소는 1962년 9월 용암동에 개설한 데 이어 3차례 이전했다가 1995년 시·군 통합으로 김천

시보건소에 통합되었다. 김천시보건소는 2016년 현재 2과, 1지소 9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

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및 진료, 보건사업, 예방접종과 감염병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3) 사회단체

사회단체로는 사회봉사단체, 군경단체, 장애인단체, 사업목적단체, 여성단체, 친선교류단체, 친목단

체 등이 있다.

사회봉사단체로는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청년회의소, 기독청년회, 한국상록회 등이 있다. 로타

리클럽은 1905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발전해왔다. 기본이념은 타인에 대한 깊은 사

려와 도움을 주는 봉사의 이상이다. 김천로타리클럽은 1964년 4월 3일 강준구 등 29명의 회원으로 

창립했다. 

라이온스클럽은 1917년 미국에서 조직되었는데, 자유·지성·국가·안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LIONS이다. 김천라이온스클럽은 1969년 12월 9일 회원 24명으로 발족했다. 김천황악라이온스클럽

은 김천라이온스클럽의 스폰서로 1976년 5월 29일 회원 27명으로 발족했으며, 김천모란라이온스클

럽은 김천라이온스클럽의 스폰서로 1994년 12월 20일 여성 회원 20명으로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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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의소는(JC: Junior Citizens)는 “청년들은 사업상 또는 시민생활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미국에서 창설되었다. 김천청년회의소는 10여 명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69년 9월 6일 발족했으며, 금릉청년회의소는 1982년 10월 16일 창립했다. 

이밖에도 사회봉사단체로는 김천기독교청년회(YMCA), 김천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한국상록수 

김천지회를 비롯한 많은 봉사단이 있다. 

군경단체로는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김천지회, 김천시재향군인회, 김천해병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

회, 전몰군경유족회, 재향경우회 등이 있다.

장애인 단체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전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김

천지회 등이 있다. 

사업목적 단체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대한반공청

년회 김천시지부, 한국농촌지도자 김천시연합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김천지부, 김천향토사탐사

회, 김천자연보호협의회 등이 있다. 

교육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 김천교육연합회, 교원노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김천

지회(퇴직 교원 모임) 등이 있다. 

친목단체로는 대한노인회 김천지회, 행정동우회 김천시분회(지방행정기관 퇴임자 모임), 담수회 김천

지부(달성 서씨 모임), 철우회 김천지회(대전철도청 산하기관 퇴직자 모임), 법무교우회 김천지회(교

도소 교도관 출신 모임), 김천지구 이북도민회, 산수회(65세 이상의 노인 모임) 등이 있다.

여성단체로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1970년 7월에 새마을어머니회가 결성되고, 1972년 4월에 

김천시새살림회가 조직되었다. 그밖에도 1991년까지 12개의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3. 교육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이 쇠퇴하고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종교의 자유가 인

정되어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해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1885년 미국에서 파견된 아

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이 우리나라 근대적 교육기관의 효시이며,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가 

뒤를 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1894년 정부가 한성사범학교를 세우고 1909년에는 전국의 학교 수가 

5,727 곳에 달했다. 

이때 김천에서 처음 세워진 학교는 송천학교이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 아포면 송천면에 교회가 세

워지면서 송천학교가 설립되었다. 1907년 3월 1일 황금동천주교 신부와 이명재가 개설한 숭의학당으

로 출발한 숭의학원은 오늘날 성의중학교, 성의고등학교로 이어졌다. 

민족사학으로 개설된 학교로는 광흥(廣興)학교, 일중소학교, 개진학교 등이 있었다. 광흥학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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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07년 10월경 이병재를 비

롯한 4명의 유지가 초가집에 청소년들을 모아 신식교육

을 실시했다. 점차 아이들이 많아지자 빈 절이었던 고운

사를 헐어 초가집 자리에 세우고 고흥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 교사는 2명이었으며, 한 반에 남녀 학생 60명이

었다. 수업은 주야 2부로 2년제 초등과정을 가르쳤다. 

이후 1907년 5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4년제로 개편

하고 사립 광흥보통학교로 개칭했다. 

일중(一中)소학교(현재 지례초등학교)는 1907년 1월 지례군수 김황진이 지례향교에 개설했으며, 학생 

60명을 모아 초등과정을 교육하다가 1912년 지례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개진(開進)학교는 현재 

개령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08년 개령향교에 학교를 설립해 학생 40명을 가르쳤으며, 1912년 개령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해 공립학교가 되었다. 

이밖에도 1910년까지 양성학교, 황성학교, 식명학교, 창성학교, 광륜학교, 영흥학교, 기독명성학교, 

금오산달성학교, 진창학교, 광남학교, 영진학교, 광진학교 등의 사립학교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학교가 생기고 사라지는 부침을 겪었다.

1919년 봉계공립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김천 유지들이 규모가 큰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1922

년 금릉학원을 설립했으나 정규 과정으로 인가받지 못했다. 1931년에는 최송설당 여사가 거금을 쾌

척해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했다. 이밖에도 1935년 김천공립고등여학교, 1942년 김천공립상업학

교(현재의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45년 이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가 정착되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이때는 중학교 취학생이 늘어나

자 1면 1교의 교육정책에 따라 전국에 많은 중학교가 생겨났다. 김천에도 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났다. 

1972년 한일여자고등학교, 1972년 김천상업고등학교, 1972년 아포공업고등학교, 1964년 김천중앙

김천공립보통학교(현 김천초등학교, 1930년대)

김천고등보통학교(현 김천중고등학교, 1970년대) 김천공립고등여학고(현 김천여자고등학교,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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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986년 김천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대학교는 김천대학교(삼락동)와 경북보건대학교

(삼락동) 등 두 곳이 있다. 김천대학교는 1979년 김천실업전문학교로 개교, 1982년에 김천보건전문

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89년에 김천전문대학, 1998년에 김천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2015년 현재 김천에는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대학교 2개교가 있다.

교육기관 현황(초등학교)
(2015년 현재)

학교명 위치 개교일자 비고

지례초등학교 지례면 1906.05.04.

김천초등학교 남산동 1907.10.12.

개령초등학교 개령면 1909.04. 사립 개진학교 설립

봉계초등학교 봉산면 신리 1919.11.25.

아천초등학교 어모면 1923.05.01.

아포초등학교 아포읍 1924.11.01.

금릉초등학교 삼락동 1926.05.25.

대덕초등학교 대덕면 1927.05.09.

증산초등학교 증산면 1928.09.02.

김천서부초등학교 부곡동 1931.06.10.

위량초등학교 감문면 금라리 1932.09.08.

조마초등학교 조마면 1935.07.01.

감천초등학교 감천면 1935.07.01.

직지초등학교 대항면 1935.07.01.

부항초등학교 부항면 1935.07.01.

농소초등학교 농소면 1935.07.10.

구성초등학교 구성면 1940.04.25.

김천중앙초등학교 남산동 1945.10.31.

개령서부초등학교 개령면 1946.10.01.

김천다수초등학교 다수동 1947.09.01.

운곡초등학교 남면 1948.09.01.

대룡초등학교 대항면 대룡리 1948.09.02.

양천초등학교 양천동 1948.10.01. 1946.07.01. 감천초등학교 양천분교장

능치초등학교 어모면 능치리 1948.10.02. 1938.07.05. 능치간이학교

태화초등학교 봉산면 태화리 1949.10.10. 1943.04.01. 신암초등학교 태화분교장

개령서부초등학교 
신룡분교장

1950.04.07.

김천모암초등학교 모암동 1950.06.10.

김천동부초등학교 지좌동 1954.04.01. 지좌초등학교로 개교

김천신일초등학교 신일동 1997.03.01.

김천부곡초등학교 부곡동 2001.03.01.

김천동신초등학교 신음동 2002.09.01.

율곡초등학교 율곡동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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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보건대학교는 1956년 김천간호고등기술학교로 문을 열었으며, 1972년 김천간호전문학교로 승격

했다가 1979년 김천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했다. 이후 교명을 세 번 변경했다가 2015년 경북보건대학

교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삼락동)가 있었지만 폐교되었으며, 한국보건

대학도 어모면 옥율리에 건설 중이었으나 중단되었다.

4. 행정구역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1호 공포에 따라 8월 14일부로 김천읍이 김천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 현황(고등학교)
(2015년 현재)

학교명 위치 개교일자 비고

김천고등학교 부곡동 1931.03.17.

김천여자고등학교 모암동 1935.04.23.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교동 1942.05.01. 김천공립상업학교로 개교

성의여자고등학교 평화동 1949.05.07.

성의고등학교 지좌동 1952.03.14.

김천중앙고등학교 양천동 1964.05.01.

한일여자고등학교 교동 1972.03.01.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아포읍 1972.03.26.

김천상업고등학교 지례면 1972.03.30.

김천예술고등학교 교동 1986.03.01.

율곡고등학교 율곡동 2015.03.01.

교육기관 현황(중학교) (2015년 현재)

학교명 위치 개교일자 비고

성의중학교 지좌동 1901.08. 사립 성의학교 설립

김천중학교 부곡동 1931.05.09.

김천여자중학교 모암동 1935.04.23.

김천석천중학교 황금동 1946.10.10.

지례중학교 지례면 1951.11.21.

아포중학교 아포읍 1951.11.29.

개령중학교 개령면 1953.04.01.

김천중앙중학교 삼락동 1953.05.01.

율곡중학교 율곡동 1955.11.11.

도립 농남고등공민학교 설립,

1964.03.21. 농남중학교 개교,
2014.09.01. 율곡중학교로 개명, 이전

감문중학교 감문면 1958.02.18.

문성중학교 지좌동 1969.03.03.

어모중학교 어모면 1969.06.07.

성의여자중학교 남산동 1970.03.01.

한일여자중학교 교동 1970.03.01.

대덕중학교 대덕면 197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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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뒤인 8월 15일 김천부를 김천시(15개 동)로 개칭하고, 김천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금릉군(15

개 면)이 되었다.(법령 제32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모든 부(府)가 시로 개칭됨에 따라 김

천부도 하루 만에 김천시가 되었다.

1973년 봉산면 복전동을 대항면에 편입했다. 1983년 1월 10일 금릉군 농소면 덕곡동, 개령면 대광

동, 어모면 용명동, 감천면 양천동을 김천시에 이관하고 감문면 봉남동, 소재동을 선산군에 이관(대통

령령 제11027호)하고, 행정동을 22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조정(시조례 제986호)했다.

1988년 5월 1일 금릉군 동의 명칭을 리로 통일했다.(금릉군 조례 제1021호)

1995년 8월 3일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1읍 14면 13동의 도동복합 김천시를 설치(법률 제477호)

하고, 아포면이 아포읍으로 승격했다(내무부 제199-13호).

1998년 1월 1일 13개동을 9개동으로 통폐합했다. 용호동과 모암동을 용호동으로, 부곡동과 미곡동을 

대곡동으로, 황금동과 양천동을 양금동으로, 대응동과 신음동을 대신동으로 각각 통합했다. 9월 1일

에는 대신동과 금산동을 대신동으로 통합해 8개동이 되었다. 

2000년 성내동과 남산동을 성남동으로 통합했다(1읍 14면 7동). 

2008년 용암동과 성남동(성내동)을 자산동으로 평화동과 성남동(남산동)을 평화남산동으로 통합

했다.(1읍 14면 6동)

김천의 명칭 변경

연대 명칭

고대 감문국 감물(甘勿), 동잠(桐岑), 지품천(智品川)

757 동잠 → 김산, 김산현 (지품천→지례현, 감물→어모현)

1416 김산현+어모현 → 김산군(郡) 승격

1895 지례현→지례군, 개령현→개령군(현제 폐지에 따라)

1914. 3. 1 김산군+지례군+개령군 → 김천군

1917 김천군 김천면 → 김천특별면 지정 

1931 김천특별면+금릉면 → 김천읍 승격

1949 김천읍 → 김천부(잔여지역은 금릉군이 됨) → 김천시

1995~ 김천시+금릉군→김천시

김천의 행정구역

연대 행정구역

삼국시대 지품천현(知品川縣), 금물현(今勿縣), 감문군(甘文郡)

통일신라시대 지례현(知禮縣), 김산현(金山縣), 어모현(禦侮縣), 개령군(開寧郡)

고려시대 지례현(知禮縣), 김산현(金山縣), 어모현(禦侮縣), 개령군(開寧郡)

조선시대 지례현(知禮縣), 김산군(金山郡), 개령현(開寧縣)

대한제국 지례군(知禮郡), 김산군(金山郡), 개령군(開寧郡)

근대 김천특별면, 금릉면

현대 김천시, 금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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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율곡동을 설치했다. 종전 남면 용전리 전부와 혁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

된 농소면 월곡·신촌리, 남면 운남·옥산·봉천·초곡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삼았다(1읍 14면 7동). 

김천의 인구 변화

연도 가구 인구(명) 행정구역 문헌

1718년 10,100 44,000 김산군, 지례현, 개령현 금릉승람

1831년 12,492 59,632 김산군, 지례현, 개령현 경상도읍지

1929년 24,087 126,789 김천군 조선환여승람

1949년 41,218 245,080 김천시, 금릉군 김천향토지

1970년 36,849 195,928 김천시, 금릉군 시군통계연보

1980년 39,929 177,967 김천시, 금릉군 시군통계연보

1990년 41,889 151,989 김천시, 금릉군 시군통계연보

1995년 44,738 151,807 김천시 김천시통계연보

시청사의 변천과정

군청사 변천

먼저 군청사 소재지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1909년 7월에 김산

군청 본관 1개 동과 숙직실 1개 동을 신축했다. 한 해 전인 1908년 2월에 광(곳간) 3개 동을 먼저 

지었고 1911년에 회의실을 지었으며, 김천군으로 명칭이 바뀐 1914년에 창고 1개 동을 추가로 

신축했다. 구내 면적은 550㎡(1663평)의 일본식 건물이었다〈지방청 건물대장 참고〉. 소재지는 남

산동 김천공립보통학교(현 김천초등학교) 북단변 와지, 현재 중앙보건지소 앞 중앙공원 자리로 추

정된다. 이후 1926년 실화로 군청사의 반이 소실되었다가(1926.2.28.자 동아일보) 1930년을 전

후해(1937년, 「조선토목사업지」참고) 지상 2층에 연면적 300㎡ 규모의 청사를 갖추었는데 1층은 

창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했다. 

1950년 6·25전쟁으로 금릉군청과 김천시청이 모두 대구 이남으로 이동하여 청도에 임시출장소

를 설치하였다. 1950년 9월 김천 탈환이 이루어지고 1956년 6월 기존의 위치에 금릉군청사가 다

시 지어져 (국비보조 1,814만환의 예산, 1956.1.11. 착공, 1956.6.16. 준공 - 1956년 7월 1일

자 경향신문) 집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1987년 지상3층으로 증축하였으나 이 군청사는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합쳐져 통합시가 되자 청사를 헐고 중앙공원을 조성했다.

시청사 변천

그 다음 시청사 소재지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시청사는 김천면사무소로부터 시작되는데, 

현재의 김천초등학교 후문에서 보면 절반 위와 왼쪽의 김천시문화회관, 오른쪽의 석천중학교를 

포함한 자리에 서본원사출장소가 있었으며, 절반 아래에서 오른쪽에 김천공립보통학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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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가 있었다(우측 그

림).

김천특별면사무소는 김천학교

조합회 사무소를 매수해 1926

년 총 공사비 5,970원으로 신

축공사에 착공해 그해 준공되

어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기

존의 면사무소 청사는 김천하

수도사무소로 사용했으며, 신

축 건물은 면사무소와 공회장

으로 사용했다. 학교조합 사무

소는 용암로사거리 북쪽의 오

른쪽에서 감호시장까지, 즉 용암로와 아랫장터길 일대에 있었다.

1931년 김천특별면과 금릉면이 합쳐져 김천읍이 되면서 읍사무소로 바뀌고 1948년까지 그 자리

에 있었다.

1949년 김천읍이 김천시가 되면서 현재의 김천시 지역은 김천시와 금릉군으로 분할되었다. 이때 

김천군청사는 금릉군청사로 사용했으며 김천읍사무소는 김천시청사가 되었다. 1950년 6·25전

쟁 발발로 대구 이남 청도지방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하였다가 김천탈환 후 현재의 중앙초등학교 

교실 일부를 빌려 업무를 보게 되었다. 이후 시청사는 옛 보건소(모암동 143-66) 자리로 이전했

는데, 지금은 용호사거리 남쪽 파출소 뒤편 일대이다. 1957년경 김천시청사는 남산동 중앙초등학

교 입구 대로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5년 시군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되었다. 

현재 NH농협 김천시지부(김천로 154) 자리이다. 이후 협소한 사무실을 보완하기 위해 1969년 본

관 서편에 지상 4층의 별관을 증축하기도 하였다.

1992년 남산동 김천시청사 중 노후된 본관을 농협중앙회에 매각(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은 시민들

이 계속 이용토록 유지)하고, 신청사를 신음동 1284번지(시청1길 1)로 이전키로 결정하였다. 신

음동 신청사는 1994년 11월 20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완공되었다. 남산동 구시청 

별관은 2008년 새로 2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여 현재 무료급식 공양방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

천사무소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5년 1월 1일 통합김천시 출범과 함께 그해 1월초 시청이 먼저 신음동 신청사로 입주하고, 이

후 군청도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시군통합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2015년에는 지상 3층의 별관

이 완공되었다. 별관은 복합시설로 직장어린이집과 통합관제센터, 행정부서가 들어 있다.

조선지형도(1917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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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한국전쟁으로 시가지가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문화운동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1952년 봄부터 강중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남산동에서 ‘문화인 하우스’라 

이름을 지어 문화운동을 토론하고 자작시나 수필을 낭송했다. 그러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53년 11월 

10일 인선의원에서 좌담회를 열고 문화서클(가칭 ‘문화의 집’) 창설을 협의했다. 그해 12월 28일 자산

로 90-1(현재 상공회의소 옆 건물)에 ‘문화의집’을 창설하고, 이듬해 2월 24일 11명으로 운영위원회

를 조직했다. 1955년 6월 10일에는 동인지 『소문화(小文化)』를 창간했다. 이 동인지는 이후 『김천문

화』로 이어져 계속 발행되고 있다. 그에 앞서 5월 5일에는 ‘문화의 집’ 상설관으로 김천문화관을 개관

했다.(현재 김천중앙초등학교 입구 좌측 건물 2층). ‘문화의 집’은 순수한 문학인의 친목단체였으나, 

김천문화관은 상설기관으로서 김천시청, 금릉군청, 시·군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천문

화관은 점차 조직을 확대하고 좌담회, 강좌, 음악회,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었다. 1955년 7월 1일 홍보물로 『문화관보』를 팜플릿 형태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매월 문화

활동과 지역의 주요사항을 실었다. 1958년 10월에 제1회 김천문화제가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61년 YMCA 건물(모암행복7길 3)로 이전했다가 그해 5월 5일 옛 보건소 건물(모암

동 143-66)로 이전했다. 

1962년 전국의 문화단체 연합회인 한국문화원연합회(현재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창설되고 그 명칭을 

문화원으로 통일하기로 함에 따라 김천문화관도 김천문화원으로 개칭했다. 타 지역보다 먼저 문화활

동을 시작했으며, 연합회를 구성하는 데도 앞장섰다. 김천문화원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부문별 단

체를 조직하고 김천문화제 등 문화행사, 『향토사』, 『김천시지』 등 발간사업, 번영회 조직, 향토사료관 

설치 등 사회사업, 김천문화센터, 시민탑 등 건립사업,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등 김천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김천문화원 원장은 초기부터 문화활동을 주도해온 강중구가 초대 원장을 맡아 1979년 타계할 때까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현재 전국문화원연합회)의 ‘1시·군 1원’ 원칙에 호응해 1964년 아포공회당

에 금릉문화원이 설치되었다.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10년 후인 1974년 원사(院舍)를 설치하고부터 점

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원사는 군청과 교육청 부지(지례면 교리 565)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1

층은 문화원, 2층은 금릉공공도서관으로 이용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금릉문화원이 폐쇄되면

서 건물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면서 중간에 평생학습관이 되었다가 지금은 지례초등학교 도서관으

로 변경되었다.

금릉문화원은 각종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사업과 『금릉문화』를 발간하고 『금릉군지』 등의 발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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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으며, 3도가 접하는 부항면 해임리 삼도봉(1176m)에서 3개 시군(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이 1990년 두번째 만남의 날을 기념하여 화합의 행사로 화합탑을 건립했다. 

문학단체로는 1947년 8월 김천중학교 교사와 동창이 참여한 오동시문학구락부, 1956년 결성된 시인

단체 벽과눈동호회, 1958년 젊은 문학도가 결성한 벽파동인회, 1959년 결성한 흑맥문학회가 김천의 

문학사 중 가장 활동적인 시절을 구가했다. 

1962년에는 맥동 동인이 결성되고, 1965년 김천문우회(1차), 1972년 시조시인과 시조 애호가들로 

구성된 향목회는 시조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1974년 김천문우회(2차), 1976년 시조시인과 

현대시인이 어울려 김천시문학회를 결성하고, 1974년 김천문학회, 문학동호인의 모임인 파지동인회

가 1985년에 결성되고, 1988년 한국문인협회 김천지부가 결성되었다. 이어 1992년 문학동호인 모임

인 은유문학회가 결성되었다.

김천의 현대미술 활동은 ‘김천문화의 집’에서 김수명이 작품전을 연 것이 효시다. 미술단체로는 1953

년 ‘김천문화의 집’ 예술운동의 일환으로 김천화우회를 결성했으며, 그때 창립전을 개최한 것이 단체

전의 처음이었다. 김천화우회가 10년간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공백기가 있었으며, 

10년 후인 1974년 김천미술협회가 결성되었다. 

1986년 청색이 결성되었으나 창립전을 열고 맥이 끊겼다. 1987년 김천미술인협의회가 결성되고, 

1987년 김천서화협회, 1989년 김천수채화협회, 1991년 한국미술협회 김천지부가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악 부문에 있어서는 1990년 시우회가 조직되고 매년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열었으며, 1989년 농악, 

시조, 고전무용 인사들이 국악협회 김천지부를 결성했다. 1990년에 김천시조회가 결성되었으며, 김

천예술고등학교 국악부, 김천예고 부설 정산국악원이 있다. 고전무용으로는 1997년 해동전통무용연

구회, 1998년 김천국악동호인회가 결성되었다. 농악으로는 빗내농악대, 김천농공고등학교(현재 김천

생명과학고) 풍물반, 김천모암초등학교 농악대가 있었으며, 1990년 사물놀이 동호회 풍악광대놀이가 

결성되었다.

현대음악단체로는 1975년 김천음악협회가 처음 결성되었으며, 1989년 음악협회 김천지부가 결성되

었다. 연주단체로는 1967년 김천어머니합창단, 1968년 김천어린이합창단, 1969년 아버지노래회와 

어머니노래회, 1969년 김천 출신 음악대학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모이는 향음회가 조직되어 20여 년

간 활동했다. 1974년 김천새마을어머니합창단, 1977년 김천여성합창단, 1987년 김천시어머니합창

단, 1988년 김천시립합창단, 1991년 김천YWCA소년소녀합창단, 1992년 김천YWCA여성합창단, 

1993년에는 김천시합창단이 결성되었다. 

서예단체는 1975년 김천서도회, 1978년 김천서도회, 1982년 김산연서회가 결성되었다. 1987년 김

산연서회를 주축으로 한국화 부문을 합쳐 김천서화협회가 결성되었다가 1995년 김천서우회로 명칭



49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제1장 김천의 발자취

을 바꾸었다. 김천서우회는 1984년 개설한 태현서실 출신의 서예인들로 구성된 데 반해, 청림연서회

(1997년)는 1980년 개설한 청악서실 출신의 서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단체는 김천 서예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사진단체는 1956년 사진애호가들이 모델을 동반해 야외 촬영대회를 연 후 그해에 김천사우회(1차)를 

결성했다. 이후 이 단체가 유명무실해지자 1969년 김천사우회(2차)가 결성되었다. 이후 1985년 황악

사진동우회, 1990년 김천사진연구회, 1999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가 결성되었다. 연극단체로

는 1994년 극단 삼산이수가 창단되었다.

한편, 1988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김천지부를 결성하고 이듬해 중앙의 인준을 받았다. 산하단

체로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의 각 김천지부가 있다. 그밖에도 문화

예술인의 친목모임인 예림회(1991년), 한시의 전통을 계승하는 황악회(1992년), 가훈을 보급하는 한

국화류회(1986년) 등이 있다.

6. 체육

1945년 이후 군소 체육단체가 난립해 혼란을 빚자 1946년 6월 군수와 체육인들이 회의를 열어 군소 

단체를 통합하고 관민이 참여하는 김천체육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김천체육회는 군수인 심문이 회장

을 맡았으며, 각 부를 두고 회원제로 운영했다. 이후 1949년 8월 김천시로 승격하자 각 부를 연명제

로 개편하고 회장은 시장, 부회장은 경찰서장이 맡았으며, 경북체육회 산하로 가입했다. 1957년 4월

에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회장은 문화원장이 맡았다. 

한편, 1949년 시·군 분리에 따라 체육동호인을 중심으로 민간단체로 금릉군체육회가 발족했다. 하

지만 단독으로 행사를 치를 형편이 안 되어 1956년부터 1963년까지 김천시체육회와 시·군민체육대

회를 열어오다 1965년에 군민체육대회를 처음 열었다. 재정난으로 인해 반관반민단체로 개편해 군수

가 회장을 맡고, 부군수, 교육장, 농협지부장 등이 부회장을 맡았다. 그러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김천시체육회로 통합되었다.

김천시체육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체육의 전문화, 선수의 스카우트, 대학입시 체력장 등으로 인

해 열기가 식어 연중행사인 시민체육대회 외에는 별다른 체육사업이 없었다. 1995년 시·군 통합이 

되면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이듬해부터 통합 김천시민체육대회가 열었다. 

산하단체에는 김천육상연맹, 김천축구협회(1987년 결성, 이하 ‘결성’ 생략), 김천시테니스협회(1983

년), 김천연식농구연맹(1963년), 김천농구협회(1993년)가 결성되었다. 김천시청 여자농구팀(1999년)

은 창단되자마자 제54회 전국종별 농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1996년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농구명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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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천배구연맹이 1962년 결성되었고 금릉군배구협회는 1990년 결성되었는데, 1995년 시·군 통합으

로 김천시배구협회에 통합되었으며, 김천시배구협회는 1998년 정식으로 김천시체육회 산하 협회로 

가입했다. 

김천탁구협회(1980년, 금릉군탁구협회 1990년), 김천권투연맹(1953년, 현재 김천복싱연맹), 김천시

레슬링연맹(1991년), 김천시씨름협회(1962년, 금릉군씨름협회 1990년), 김천시역도연맹, 김천유도

회(1956년), 김천시검도회(1995년), 김천시궁도협회(1964년, 금릉군궁도협회 1990년), 김천시사격

연맹(1997년), 김천시배드민턴협회(1981년)와 더불어 1983년에 김천시청 배드민턴 남자팀이 창단되

었으며, 1988년 경북도청 여자팀을 이관해 창단되었다. 

김천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체전을 비롯해 전국종별대회, 종별선수권대회 등 창단 이래 수많은 우승

을 차지해오며 배드민턴 강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국제대회에서 우승(2015 전주 빅터코리아마스터즈배드민턴대회에서 금2, 은2, 동1 달성)을 

차지하는 등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여자팀도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으

며, 여자복식 세계랭킹 9위의 장예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김천시태권도협회(1965년 김천시태권도연맹 결성, 1990년 금릉군태권도협회 결성, 1981년 김천시

태권도협회로 개편), 김천시볼링협회(1988년), 김천시롤러연맹(1998년), 김천시골프연맹(1996년), 

김천시보디빌딩협회(1999년), 김천시사이클연맹(1979년), 대한합기도협회 김천지부 등이 있다. 

한편, 생활체육단체로는 김천생활체육협의회(1995년)와 김천시게이트볼연합회(1992년)이 있다. 

7. 도시기반시설

1) 철도

김천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도시로 교통은 물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교통수

단인 철도가 처음 부설된 것은 경인선이다. 제물포와 노량진 간 경인선이 1899년 9월 개통되었다. 이

어 1901년 부산 초량에서 부설을 시작해 서울까지 연결된 경부선이 1904년 12월 완공되어 1905년 1

월 1일 개통되었다. 이 경부선이 김천을 거치면서 김천에도 철도가 부설되었다. 

두 번째 철도는 경북선이다. 조선철도회사는 1920년 말에 김천군에서 철도 용지 매수에 착수한 데 이

어 1921년 3월에 상주군의 용지를 매수해서 부설공사에 착수해 1924년 10월 김천-상주 간 36㎞가 

개통되었다. 이후 1924년 12월 상주-점촌 간, 1928년 11월 점촌-예천 간, 1931년 10월 예천-안동 

간이 각각 개통되어 김천-안동 전 구간 118.1㎞가 완전 개통되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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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철로를 군수산업의 원료철재로 사용하기 위해 점촌-안동 간 철도를 철거해 김천-점촌 구간으

로 단축되었다.

1962년 5월에는 폐쇄된 노선을 복구해 점촌-예천-영주를 이어 1966년 11월 중앙선과 연결시켰다. 

이로써 경북선(김천-영주)을 통해 경부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고속도로 발달, 자

가용 보급 등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직선화 공사로 17개 역이 폐지되고 11개 역만 남았다. 

경북선 부설과 함께 김천에서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김천에서는 김삼철도기

성동맹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제2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에 김삼선 부설이 결정되어 1966년 11월 

10일 김천 성의중종합고교 교정에서 대통령이 참

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지만 중단되었다. 

경부선 부설과 함께 지어진 김천역사는 역전파

출소 자리(현재 김천역 바로 옆)에 1층 목조건물

로 세워졌다. 한국전쟁 중에 훼손되어 1950년 

11월 단층으로 신축했다가 너무 협소해 1958년 

면적을 넓혀 시멘트 벽돌 단층 건물로 재건축했다. 이어 1960년에는 건물 북쪽에 연결해 증축했다. 

1984년에는 같은 면적에 2층 규모로 증축해 1층은 역사, 2층은 김천보선사무소, 철도노조사무소 등

이 들어섰다. 

그밖에 경부선에 4개 역, 경북선에 2개 역이 있었다. 경부선의 아포역(아포읍 국사길 140-19)은 

1916년 배치간이역(역무원이 있는 간이역)으로 개설해 1941년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직지사역(대항

면 덕전3길 46-6)은 1925년 새송신호소로 설치되었으며, 1927년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1990년 배

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고 2007년 여객취급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폐역되었다. 대신역(아포읍 대신리 

782)은 1916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07년 무배치간이역(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변

경되었다. 신암역은 1937년 신호소로 영업을 시작해 1984년 배치간이역으로 승격했다. 

경북선의 아천역(어모면 중왕1리)은 1924년 영

업을 개시했으며, 1977년 수송업무가 중지되고 

신호장으로 격하되었다가 1994년 폐역되었다. 

두원역(어모면 구례2리 697-4)은 1966년 을종 

위탁판매소로 개설되고 1973년 보통역으로 승

격되었다. 1993년부터 여객과 화물은 취급하지 

않고 우편취급만 하다가 2006년 폐역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

김삼선 철도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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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도로가 생긴 것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다. 기존의 역참제를 폐지하고 광화문을 

기점으로 5대 간선도로를 구축했다. 그중 김천을 지나는 도로는 서울에서 동래를 잇는 경부도로다. 

1910년 경부도로가 완성되면서 김천에도 자동차가 등장했다. 1911년에는 도로법을 제정해 종래의 도

로를 1등 도로, 2등 도로, 3등 도로, 등외 도로로 나누었다. 1931년에는 조선도로령이 제정되어 국

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 등으로 바꾸었다. 

1995년에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도로를 

구분했다. 1923년에는 거창에서 김천을 지나 상주를 잇는 국도 3호가 개설되었다. 국도 3호는 경남 

남해에서 평북 초산에 이르는 일반 국도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가 등장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구서동에서 서울 양재동에 이르는 

고속도로이다.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전 구간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준공되었다. 1971년 8

월 노선 이름이 서울-부산간고속도로(고속국도 1)로 지정되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기념하

는 기념비가 김천의 추풍령휴게소(경부고속도로 213)에 세워져 1970년 12월 제막식을 가졌다. 

3) 통신 

근대식 우편제도는 1884년 3월 서울에 우정총국을 세우고 인천에 분국을 설치해 경인간 우편업무를 

시작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우정총국은 9개월만인 그해 12월에 폐쇄되었다

가 11년 후인 1895년에 재설치 되었다. 

1904년 김천에 일본인 쓰지다가 우편취급소를 설치했다가 1905년 김산군임시우체소, 1906년 김천우

편소로 고쳤으며, 1910년 사설에서 정부 관리가 되면서 김천우편국이 되었다. 1912년 모암동 153번

지로 이전했으며, 1922년 모암동 157번지에 목조 단층을 신축했다. 

1950년 1월 김천우체국이 되었으며, 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되어 김천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임시사무소

를 설치했다. 1957년 모암동 153번지에 콘크리트 2층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 

1982년에는 전기통신업무가 분리되었으며, 1983년에 모암동 154-2번지(중앙시장 3길 22)에 신축한 

청사로 자리를 옮긴 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관내 별정우체국은 아포우체국 등 11개, 일반우체국은 

김천역전우체국 등 7개, 취급국은 김천금산동취급국 1개가 있다. 

김천에 전신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6년 김천우편소에 모스 전신기를 설치해 모스부호방식으로 전보

업무를 취급하면서부터다. 1965년 인쇄 전기가 설치되었으며, 1986년 모사전신기(팩시밀리)가 도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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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 처음 전화가 개통된 것은 1921년 김천우편국에 200회선의 자석식 교환기가 도입되면서이다. 

1960년 공전식 2,000회선이 개통되고, 1975년 기계식 8,000회선으로 증가했다. 1983년에는 전자식 

교환기가 도입되었다. 면 단위에서는 1958년 지례우체국, 1969년 대덕우체국에 전화교환시설을 갖

추었으며, 1970년 모든 면 단위에서 우체국에 시설을 완비했다. 

4) 전력

김천에 전력이 도입된 것은 1921년 일본인이 대구에 세운 대흥전기주식회사가 도내 주요 도시에 소규

모 화력발전시설을 갖추고 극소수의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다. 점차 수요가 늘자 단전되기 일

쑤여서 1928년에는 상공회 주동으로 수요자대회를 열고 전기는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은 

규정대로 징수한다고 규탄하고 전기요금불납운동을 벌이는 한편, 전기요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45년 이후 지례면 도곡리에서 이관응이 수력 터빈을 설치하고 감천의 물을 끌어다 전력을 생산했다. 

제재와 정미의 동력으로 사용했으며, 지례면 교리, 상부리 일대 500가구에 가정용 전력을 공급했다. 

전력은 도심지에만 공급되다가 1956년 지좌동을 비롯한 5개 동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면 지역

에서는 1963년 서부 국도 연변에, 1966년에 조마면 농촌시범부락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5) 상하수도

김천의 상수도는 1926년 직지천계통의 정수시설을 준공해 급수를 개시했는데, 1,000㎥/일 규모의 완

속여과 방식의 시설이었다. 이어 1944년 황금수원지 설치, 1960년 평화배수지를 설치했다. 1960년

에는 평화배수지 내 완속여과지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1979년에 시에 수도과가 신설되었으며, 1979년에는 직지천 계통 상수도 용도를 폐지하고, 황금수원

지 시설을 확장했다. 1981년 황금수원지 정수장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왔다. 그리

고 1982년 지례상수도 급수, 1994년 아포상수도 급수, 1996년 농남상수도 급수를 각각 개시했다. 한

편, 1989년 12월에 김천시상수도사업소가 개소했다. 

김천의 하수도는 1984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를 시작했다. 

1993년 시가지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김천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김천하수종

말처리장에 대한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1995년 시·군 통합으로 하수도 관리지역이 읍, 면의 도시계

획 구역 내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확대되었다. 김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시 김천시 역사상 최대의 공

사비인 750억 원을 투자한 공사였다.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1999년 4월 8만톤/일 규모로 준공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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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김천에는 두 가지 뜻 깊은 일이 일어났다. 새해 벽두인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해 도

농복합형 김천시가 되어 시세를 확장했다. 1931년 4월 1일 김천면과 금릉면이 통합해 김천읍이 되었

다가 1949년 8월 14일 김천부로 승격하고 다음날인 8월 15일에는 김천부를 김천시로 개칭하면서 금

릉군이 분리된 이후 64년 만에 다시 통합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은 그해 7월에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이었다. 1987년 10월 헌법 개정

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제 부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1년 3월에 시‧군‧구 

자치구 의원 선거와 그해 6월 시‧도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8월 8일에 시의회가 개원, 지방의회가 구성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막을 열었다. 이후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양대 축 

구축이 완성되었다. 

민선1기(1995.7.~1999.6.)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김천시의 침체를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박

팔용 시장은 부임 초기부터 김천시의 슬림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주력했다. 

신음동과 부곡동에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고, 도시 내 간선도로를 확충해 시가지를 확장했

다.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직지천 정비, 도심공원 조성 등 가로환경도 새롭게 단장했

다. 도시경관과 조경은 물론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도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발전의 디딤돌을 구축해놓

았다.

민선2기~3기(1999.7.~2006.6.)

에는 박팔용 시장의 추진력과 시

민의 단합된 힘이 기적을 일궈 

낸 기념비적인 기간이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도시기반조성사업

을 펼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를 바탕으로 KTX 김천(구미)역

과 혁신도시, 전국체전을 유치함

으로써 김천 발전의 성장동력을 

제3절 민선자치 초기 10년의 역사     

1995년 7월 민선초대 박팔용 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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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해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김천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팔용 시장은 임기 11년 동안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상하수도, 도로, 복지사업에 이어 

행정, 도시개발, 문화예술, 농정, 체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3대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와 전국체전 유치,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 ‘미래 김천’의 도약 발판을 

확고하게 다져놓았다. 

또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김천대교, 환경사업소, 직지문화공원, 강

변공원, 조각공원, 체육공원 등 250여 개의 공원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김천-무주 간 도로, 대전‧
대구 통로, 김천-현풍 간 고속도로, 김천-구미 간 지방도 등 도로망 확충과 정비를 추진했다. 

박팔용 시장은 임기를 마치며 후속 과제로 예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위한 인간 중심의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숙원사업인 4년제 교육대학 및 종합대학 유치를 꼽았다. 그리고 휴양‧관광‧레

포츠가 어우러지는 복합 레포츠 관광도시, 여성‧장애인 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 실버타운 등으로 통

합복지 서비스, 풍력발전단지‧부항다목적댐의 수력발전‧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청정도시를 지향하고

자 했다.

1.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 개발 

도로‧교량 건설, 택지 개발, 문화‧복지 인프라, 환경기초시설 등 SOC 사업에 4조 2,000여 억 원을 투

자해 추진했으며,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50여 개의 공원을 조성하고 간선도로변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첫째, 도로‧교량 건설로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

선 이전에는 시내교통과 주변

국도, 간선도로가 체증을 일으

켰고, 외지에서 시를 경유하려

면 시내 중심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에 도 및 중앙의 관계 

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지원

을 요청한 결과 도로망 확충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도로‧교량

사업 활성화로 교통 요충지의 

2001년 7월 김천대교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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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단일 도로‧교량공사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던 김천대교(351억 원)는 국도와 지방도

를 연결하는 중추 가교로서의 도로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 조형물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또한, 김천시와 무주군을 연결하는 삼도봉터널을 개설해 속리산, 무주리조트와 덕유산, 가야산, 해인

사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권을 조성했다. 

2004년 1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김천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

립해 신김천 12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흥은행-성의여고 간, 

김천여중-한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직업훈련원-당곡 간 도로 확‧포장 등으로 물류를 원활히 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했다.   

둘째, 택지를 개발해 7,39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했다. 신음택지, 부곡택지, 교동택지, 아포한지지

구, 신음2지구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했으며, 시 외곽지의 지역균형 개발과 도심지 불량 주거환경

을 개선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 통합해 운영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했다. 예전에는 공업 및 생활폐수, 축

산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감천과 직지천이 오염되어 3급수로 떨어지고, 1970년대 이후 산업

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나 불법 소각,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민선 자치 이후 1일 8만 톤 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75㎞를 개량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함으로써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하는 공업폐수와 생활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 부지로 이전 신축해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인력 감소와 예산 절감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분뇨와 하수의 연계처리로 수질오염을 방

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감천과 직지천 변의 무허가 축산시설과 하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염하천 20개소에 

자연석 호안과 어로‧어소 설치, 오수정화시설 등 하천정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질을 1

급수로 개선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대기환경기준 초과 실태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렴 측정망

을 설치해 이산화질소, 이황산가스,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5분 단위로 측정, 깨끗한 친환

경 생태도시를 만들었다.  

용암배수펌프장, 신음배수펌프장, 부곡공원에 부곡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시가지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

했다. 이외에도 환경친화마을과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환경홍보관, 

환경공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해 환경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변을 정비했다. 예전에는 공원이라고는 

낡은 남산공원이 고작이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직지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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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강변공원, 조각공원, 중앙공원, 덕곡체육공원, 환경공원, 무궁화공원, 벽천공원과 자투리땅 소공

원 등 크고 작은 25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직지문화공원은 천년고찰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머물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문화

와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이다. 덕곡체육공원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곳에 기

초체력단련장과 산책로, 편익시설을 갖추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변공원 내에는 휴식

공간과 함께 야생화단지와 생태습지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만들었다. 

160㎞에 달하는 간선도로변에는 특색 있는 가로수와 꽃길 조성, 턱 화단, 수벽, 벽천, 인공폭포 설치 

등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다. 도로 신설과 확장 시에는 관목과 화단을 이용한 중앙분리대 설

치,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는 관목과 교목의 교차 식재를 통해서 차량과 보행자 공간을 분리하는 등 가

로조성 기본방침을 수립, 일관되게 가로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변, 공원, 스포츠시설 등 지역 곳곳에 예술성과 창의성 있는 조각물 

200여 점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관내 산에 수십 개의 등산로를 개설하고 감천고수

부지를 정비했으며,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조깅코스 등을 설치했다. 직지천과 연계한 산책로, 자전

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우레탄을 깔아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조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우회도로, 철도, 고속도로 법면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식재한 대형 꽃시계, 도시 슬로건과 미적 감

각을 살린 독특한 조경과 고속철도공단과 협상해 확보한 예산으로 고속철도 교각에 세계 최초로 시를 

상징하는 특수 문안을 디자인 도색했다.

2. 지역경제와 농업경제 활성화

민선1~3기 동안 지역개발 투자비가 총 6조 3,000여 억 원에 이르며, 180여 개의 기업체를 입주시키

면서 투자유치 개발비가 3조 원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기반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경쟁력 있는 김천을 만들었다.

첫째, 공단을 조성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해냈다. 민선자치 11여 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8년에는 19만㎡ 규모에 달하는 아포농공단지를 조성해 19개 업

체가 입주했으며, 이로 인해 1200명의 고용창출과 1,500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인근 구미공

단과 연계한 전자부품업 집단화와 아포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600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 1,094억 원을 지원했다. 40여 차례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도입해 김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입지 선정부터 공장 준공까지 풀 서비스

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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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1기가 출범하

던 해인 1995년과 

민선3기의 마지막 

해인 2006년을 비

교했을 때, 기업체 

수는 165개 업체에

서 345개 업체, 종

업원 수는 5,400여 

명에서 1만 1,000

여 명, 수출 실적 1

억 6,500만 달러에

서 7억 2,000만 달

러로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99여억 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문에 20여억 원

을 지원했으며, 여섯 차례의 취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건설해 농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WTO 출범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만㎡ 규모의 최첨단 농

업기술센터, 농업인 회관, 초현대식 농산물도매시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산지유통센터 및 농가

용 저온창고 등을 건립했다.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8개 면에 마을안길, 하수도, 농산물

집하장, 마을오수처리시설, 어모‧봉산문화마을, 환경친화마을 등 정주생활기반을 조성해 농촌에서 생

활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57개 지구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농로, 용‧배수로 개설, 불규칙한 농경지 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실시했다. 

셋째, 김천시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 장소에 전광판, 와이드컬

러 광고판 등을 설치했으며, 신음동 김천농고 옆 달봉산 끝자락에 김천 이미지 홍보탑을 설치했다. 

1995년부터 매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포도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포도축제를 개최

했으며, 대도시 포도무료시식회, 소비자 초청 포도농원 현장체험 등 김천 포도와 자두의 우수성을 전

국에 널리 홍보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산채음식축제를 개최했다. 천년고찰인 직지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

께 황악산 자락에서 자란 고사리, 두릅, 취나물 등 각종 산나물과 더덕, 버섯류 등의 향토음식을 축제

로 승화시켰다.

1999년12월 아포농공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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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과 고객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 상하수도 시설 정비와 다양

한 축제 개발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3.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달

2000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

용과 폭넓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터전을 제공해 진정한 

문화의식을 함양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에서 200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는 등 각종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전액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유치해 시민을 초대하는 등 수익금

을 다시 시민에게 환원하기도 했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시립예술단을 운영했다. 김천시립예술단은 국악단, 합창

단, 교향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단체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음악

회, 향우회 대상의 서울, 부산, 대구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로 찬사를 받았으며, 예술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김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초청 공연도 활발하게 이뤄져 KBS교향악단 연주회를 비롯해 국립무용단 ‘천년의 꿈’, 뮤지컬 ‘명성황

후’,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 모스크바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등 국내외에 

잘 알려진 정상급 공연을 무대에 올려 매 공연마다 객석 점유율 90%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전시

장에는 대한민국 사진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전시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연중 

전시했다.

둘째, 전통문화 계승발

전에도 앞장섰다. 영남

의 첫 관문인 김천시의 

역사적, 지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영남제일문을 

건립해 대내외적으로 김

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시설물로 자리 

매김시켰다. 또한, 시 승

격 50주년과 21세기 새

2000년 4월 문화예술회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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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그 기념사업으로 시민 모

두의 뜻과 소망을 담은 웅

장하고 아름다운 시민대

종을 시민과 출향인사, 기

업인 등의 성금으로 건립

했다. 시민대종 건립 이후 

매년 12월 31일 24시 제

야 및 시민의 날에 정기적

으로 타종식을 개최하고 

‘시민안녕기원대제’를 통

해 시의 번영과 시민의 무

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빗내농악전수관을 건립해 빗내농악의 체계적인 전승 보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했다. 시민들에게 김천 지역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빗내농악경연대회와 민속놀이경연대회를 개최해 농악가락의 구성진 흥과 멋으로 결속력을 다져나가

고 있다. 빗내농악의 체계적인 전승 보급을 위해 관내 초·중·고 각 1개교를 빗내농악 전승학교로 지

정해 육성했다. 그리고 3도 3시‧군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고 문화교류 및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삼도화합기원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셋째, 다양한 축제를 개발했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김천전국가족연극제와 전위예술인 

김천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등은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했다. 

4. 선진 복지사회 실현

노인, 저소득, 장애인, 청소년,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종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째, 

지역 내 노인 인구가 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게 됨

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노인

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 

2001년 7월 영남제일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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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병

원 등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해 치매 및 노인질환의 진

료와 노후의 건강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

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

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증진

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151

국어사전개소를 건립했으

며, 노인취업알선센터도 운

영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거환경개

선사업, 자활근로사업, 재해구호사업, 불우이웃돕기, 긴급구호비 지원, 장학회 운영, 의료급여 관리 

등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개별운동치

료실, 언어‧심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 각종 장애인 재활치료실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실, 정보화 교육

장,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가족목욕탕, 도서실 등을 설치해 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과 사기 앙양 등을 위해 매년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각종 

행사 관련 경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소속 단체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넷째,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 개발에 나섰다.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

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깨끗한 인테리어와 각종 문화정보시설을 갖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두 시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전통문화의 이해력 증진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

는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출향인 고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독창적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했다.  

환경이 열악한 농촌 오지마을 청소년을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 성년의 날 서한문 발송과 학교평화대

상제를 실시했으며, 매년 어린이날에는 범시민적인 어린이 애호사상을 고취키기 위해 김천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했다. 

다섯째, 복지시설이 빈약한 농촌의 지역민을 위해 마을회관 214개소와 여성회관을 건립했다. 마을회

2006년 6월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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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는 회의장, 찜질방,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지역에 맞게 시설을 갖추었다.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 강의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었다. 또한, 목

욕시설 및 피로회복시설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엌, 목욕실, 화장실 

등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했다.

여섯째,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보건소에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외에 한방진료실, 치과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을 확대 설치했다. 농촌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

해 6개소의 보건지소와 14개의 진료소를 신축해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했다.

의료혜택이 낮은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서 이동순회 진료뿐만 아니라, 노인 무료 의치보철, 아동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올바른 칫솔질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했다. 

5.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자치시대에 걸맞은 시정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설정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함으로써 시정의 우위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김천의 정체성(identity)을 구축하고자 시의 비전, 조직문화 진단 및 정립, 심벌마크

와 캐릭터, 도시브랜드 슬로건 ‘센트럴 김천’ 개발, 김천시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완

료했다.

‘김천시민의 날’을 제정해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김천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려 21세

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향토문

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시민에게 김천시민문화상을 수여했다. 

도민체육대회, KBS 육상경기대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프로축구 등 국내외 대단위 스포츠

경기를 60여 차례 유치함으로써 김천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시키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적잖은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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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중앙정부와 독립되는 것과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

자치단체가 이양 받는 분권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

금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하며, 주민도 주민소환제도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1995년 7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했다. 지난 

민선자치 20년은 민주주의의 신장, 행정 역량 강화, 특색 있는 지역발전, 시민생활 향상 등 다양한 성

과를 창출해왔다.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의 시 범해(泛海)의 한 구

절이다. 박보생 시장은 이 구절을 인용해 김천시가 순풍에 돛을 달고 국토중심의 중추도시로 순항하

여 김천중흥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보생 시장의 말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인구 30만 영남의 중추도시’를 향해 달려온 지난 20년이었다. 

민선1~3기 선장인 박팔용 전 시장, 민선4~6기 선장인 박보생 현 시장은 드넓은 바다로 김천호를 이

끌어 김천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써내려왔다. 박팔용 전 시장(재임기간 1995.7.~2006.6.)은 새로운 

김천시를 개척하기 위해 도시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만들기에 공을 들였으며, 그 인프라를 바

탕으로 박보생 시장(재임기간 2006.7.~현재)은 콘텐츠 만들기와 김천 브랜드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민선 20년을 통해 김천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박보생 시장을 새 선장으로 앞장세운 민선4기~5기(2006.7.~2014.6.)는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도시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제일주의 시정을 표방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이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단계 사

업을 완료해 100% 분양했으며, 2단계 산업단지까지 조성을 완료했다.  

또한, KTX 김천(구미)역이 개통되었으며, 혁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문화·체

육·관광 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시

제1절 김천중흥시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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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부설을 추진해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2016년 착수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었다. 남부

내륙철도가 부설되면 김천은 물류교통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시장이 주도한 지난 10년간 김천은 자력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정책, 김천혁신도시 조성 

등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2015년까지 김천시가 자력으로 

확보한 산업용지는 1, 2단계에 걸쳐 224만 4,000㎡ 규모다. 118만 8,000㎡ 규모의 3단계 산업용지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치 기업은 300개가 넘고, 일자리 창출은 1만 8,000개 정도에 이른다.  

한편, 민선자치 20년 동안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민선1기 출범 당시인 1995년 1,543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8,050억 원으로 네 배가 넘는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나타냈으며, ‘지방채 제로(ZERO)’ 

‘재정건전성 최우수’ 등 내실 있는 살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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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김천 건설

2006년 7월 민선4기(2006.7.~2010.6.)가 출범하면서 신임 박보생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활력이 넘

치는 생산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민선3기 막바지에 지난 11년의 자치시정을 통해 축적해 온 역량을 결집해 KTX 김천(구미)역, 김천혁

신도시, 전국체전을 유치한 바 있다. 민선4기의 자치시정은 이들 3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

수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출발했다. 민선4기에서 6기까지 KTX 김천(구미)역사의 성공적인 준공

과 개통, 혁신도시의 완벽한 조성과 이전기업과의 협력 도출, 전국체전의 경제적이면서도 성공적인 

개최 등 큰 성과를 거두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에 성공함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김천을 만들었다. 거기에다 김천 브랜드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민선자치 10년여 동안 경제 부문에서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산‧특작물 브랜드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교통 부문에서는 KTX 김천(구미)역 준공과 남부내륙철도 

추진 등으로 십자축 교통도시 구축을 추진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에 주력했

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김천대

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인재

양성재단을 통한 기금 조성 등 

인력양성을 기반을 구축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3대 체전인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고 나서 새롭게 조성한 스

포츠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스

포츠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각

제2절 시세 확장과 김천 브랜드화

2006년 7월 민선 4대 박보생 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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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

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시민체육 증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문화행사와 문화시설을 관광과 연계해 문화관광, 생태관광, 가족형 체험관광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시정방향이 이전의 민선1~3기와 다른 점은 시정 슬로건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를 내세우며 지역경제 발전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동적인 김

천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앞장세워 시세 확장을 도모했다. 박보생 시장은 민선4기와 5기 8년 동안

의 시정목표와 추진방침을 동일하게 구성해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꾀했다.  

민선4기의 시정목표는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이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활력 있는 지

역경제’, ‘균형 있는 도시개발’, ‘함께하는 복지사회’, ‘품격 있는 문화교육’ 등 4대 방침을 수립했다. 박

보생 시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복지‧문화‧체육‧교육‧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 경쟁력

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를 꿈꾸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시발전’, ‘친환경 생태도시 김천’, ‘친환경 과

학영농을 통한 농업 활력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김천’, ‘문화교육도시 김천’, ‘행정혁신으로 자치행

정 역량 강화’ 등 일곱 가지를 선정했다. 민선3기와 다른 점은 친환경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친

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친환경 과학영농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

성이 강조된 영향도 있었지만, 시정에 있어서 친환경 도시와 영농은 차후 관광사업과 브랜드화를 염

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그리고 멋이 있는 관

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으며, 포도, 자두, 호두 등의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농산물 유통뿐만 아니

라 다양한 축제를 개발해 관광과도 연계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2006년은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뜻깊은 해였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힘차게 미

래로! 하나 되어 세계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열린 대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안팎

으로부터 완벽한 체전을 개최

했다는 찬사를 들었다. 전국 

체전사상 처음으로 중소도시

에서 개최,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선수단 참가, 사상 최초

로 선수촌 운영, 훌륭한 대회

2006년 10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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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효율적인 대회운영 지원, 성숙한 시민의식 등 성공적인 체전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자원봉사자

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 체전의 성공 개최가 더욱 빛을 발했다. 

김천은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 경기장 건립과 도로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

었고 그 결과 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체전을 치르면서 시민들이 자신

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26일에는 김천시와 삼애원 주민, 

사업자 간에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으나 실제 개발에까지는 이

르지 못해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2007년에는 민선3기 마지막 해에 수립한 2020 김천비전이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이란 명칭으로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의 도시

공간구조는 1도심(시내 동지역) 2지역생활거점(농소‧남면, 아포읍)으로 설정했다. 도시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신활력도시 김천’이며,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산·

학·연·관 협력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역을 중개하는 교통요충도시, 친환경 농업육성과 

자립하는 정주농촌도시로 설정했다. 주요생활환경지표로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20만 명, 주택보급률 

115%, 상수도 보급률 95%, 하수도처리율 95%로 계획했다. 이 해에는 상복이 터져,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는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4개 부문에서 무려 64억 원의 포

상금을 받았다.

2008년, 김천시와 삼성에버랜드는 어모면 옥계리 일대에 당시로는 아시아 최대인 태양광발전소를 건

립하고 9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물 관리에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

는데, 빗물과 생활하수를 구분하여 모암‧평화처리구역의 하수관거와 7,156개소의 배수시설이 민자사

업(BTL)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 2018년까지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

표로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 기금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2009년 시 승격 60주년을 맞

이해 박보생 시장은 '미래를 

여는 경제도시 건설', '국토중

심 신성장 거점도시 건설',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매력

적인 문화·체육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김천' 등

을 시정방침으로 설정하고 김

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튼튼한 

2009년 8월 시 승격 6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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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동

안 기업유치에 있어 애로사항

이었던 산업용지를 직접 확보

하기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시작했으

며, 김천대학이 4년제로 승격

됨으로써 그동안 숙원사업이

었던 4년제 종합대학이 설립

되었다.  

민선5기(2010.7.~2014.6.)

도 재임에 성공한 박보생 시장

이 이끌어나갔다. 시정목표와 방침은 민선4기와 동일했다.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시정목표

로 내걸었으며, 시정구호도 민선4기와 마찬가지로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이다. 이는 민선4기 동

안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희망의 김천’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었다.  

2010년 10월 28일에는 4년여 간의 KTX 김천(구미)역사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KTX 전용 역사를 갖

추게 됨으로써 교통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대형 사업의 정부 공모에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녹색미래과학관’ 등 3개 사업이 잇따라 선정되어 총 5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굵직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2

단계 조성에 나섰으며, 단지 내에 변전소를 건립했다. 

2012년 6월 28일에는 경북김

천혁신도시 장기종합발전계

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는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

한 교육여건조성 분야 6개, 주

거안정 조성에 관한 사항 3개, 

의료복지여건 조성 3개, 문

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

활동 여건 조성 3개, 대중교통

여건 및 기타 기반시설 지원 5

2012년 11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2010년 10월 KTX김천(구미)역사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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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존 지역주민과 화합 융

화에 관한 사항 4개, 행정지원

에 관한 사항 4개를 포함한 총 

28개 이전지원 추진상황을 보

고했다. 8월에는 혁신도시 산

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

립해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

터 용지 내 기업, 대학, 연구

소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자족시설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2013년 5월에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5개 종목에 1만 1,3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

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11월에는 부항댐이 1차 준공되었다. 친환경다목적댐으로 홍수 대비와 소수

력발전 등은 물론, 순환일주도로, 생태문화공원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재양성재단은 당초 2018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무려 5년을 앞당겨 

이 해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목표를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학사업을 확충했다. 

박보생 시장이 다시 수장이 된 민선6기(2014.7.~2018.6.)는 시정구호를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김

천!’으로 설정한 것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경제 발전과 도시 개발에 두었던 초점이 사

람과 행복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이는 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은 

다져졌다고 판단하고 한 단계 향상된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시정목표를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으로 설정하고 추진방침을 ‘경제가 함께하는 희망 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김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김

천’, ‘역사가 어우러지는 문화

김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으로 정했다. 이 5대 추

진방침을 보면 다분히 인간과 

자연 중심의 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사업

이 2013년에 100% 분양을 완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 혁신도시 방문

2014년 7월 민선 6기 박보생 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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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함에 따라 2014년에는 2단

계 사업지구의 기업유치에 나

서 에이스인티그레이션 등 4

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한편 2012년까지는 시민의 평

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아카

데미 교양강좌, 여성대학, 평

생학습 6개 사업을 펼쳐왔으

나, 2013년에는 이를 확대해 

‘책 읽는 시민, 일류도시 김천’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

다. 2014년에는 이를 더욱 확

대해 시민강좌, 문화행사, 독

서마라톤대회 개최 등 독서문

화 진흥행사를 연중 실시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을 혁신도

시 내에 건립해 기후변화와 그

린에너지를 주제로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녹

색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

양한 기획전시와 체험프로그

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창의

력과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도

록 하고자 했다.

2015년 4월 22일에는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았다. 

변경안의 주요사항은 기존의 

2014년 일반산업단지 1단계 지구

2014년 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구

2014년 12월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신사옥 개청식



제3편 통사   519

통  

사

2020년 20만명 계획인구와 도시공간구조 등의 주요골격을 유지하면서 녹색·문화관광도시를 반영

한 ‘그린국토중심의 살기 좋은 신 활력도시 김천’으로 도시미래상을 보완·수정했다. 민선4기 출범부

터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왔는데, 도로공사 프로배구단의 연고지가 김천으로 변경되면서 체육도시 김

천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십자축 물류 허브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

도(김천-거제)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으며,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 건설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했다.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12월 30일에 국

토교통부로부터 2016년도 신규 도시개발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12월 18일에는 김천시인재양

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졌다. 

2016년에는 2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주 완료와 4월 4일 한국건설관리공사 및 한국법무보호복

지공단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입주를 끝으로 12개 공공기관 5,000여 명이 김천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했다. 이 해부터 예산 8,000억 원 시대가 열렸다. 2016년도 당초예산이 8,050억 원으로 민선4기 출

범 당시인 2006년도 예산(3,094억 원)에 비하자면 10년 만에 2.6배나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 10

년간 예산 신장률이 160.2%로 경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2위인 경주보다 

무려 40.4%나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2016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

계 분양대금 987억 원이 세수로 편성되고,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방세 15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74만 원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으며, 또한 경북도내 

시부에서 유일한 ‘지방채 제로(ZERO)’, ‘재정건전성 최우수’ 도시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예

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김천시장이 직접 경북도는 물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친 끝에 얻은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로로 박보생 시장은 2015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밀

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3월 22일에는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시상식에

서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1965년 21만 3,000여 명이던 인구가 매년 줄

어들어 1995년 15만 1,000여 명, 2013년 13만 5,000여 명을 기록했다. 인구감소는 젊은 층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시는 인구감소 대책에 발 벗고 나섰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KTX 역세권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단기적

으로는 미전입자 주소갖기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귀농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나섰으며, 시민인식 

개선사업, 출산친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인구 15만 회복 범시민운동을 추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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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인구수가 14만 명을 넘어섰다.

2. 부문별 사업성과

1) 일자리가 있는 경제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내세우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첫째,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형편이 아

니어서 개별산업용지에 눈을 돌렸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주효한 전략은 ‘시 직영 산업단

지 조성’이었다. 직영으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적기 공급과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공장설립 허가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건설 소요기간

을 줄이고, 가동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천시가 자력으로 확보한 산업용지는 김천일반산업단지 1, 2단계에 걸쳐 224만 4,000㎡ 규모다. 여

기에 68개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는 9,600개가 창출되었다. 이를 포함해 지

난 10년간 김천시가 유치한 기업은 300개가 넘고, 일자리는 1만 8,000개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김

천일반산업단지는 118만 8,000㎡ 용지 규모의 3단계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관외 기업 유치활

동뿐만 아니라, 관내기업 신설과 증설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유치기업의 고충 처리지원에 나서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했다.

셋째, 김천시 일자리 허브를 구축해 취업지원센터·일자리정보센터·잡 미팅 데이를 운영했으며, 안

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취약계

층 지원, 청년CEO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전국 5대 시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 전통시장 축제 지원, 김천사랑 상

품권 발매, 아케이드 및 햇빛(비)가림시설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시장 만들기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2)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도시(혁신‧교육)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명품 혁신도시 건설, 교육도시로서의 명성 회복, 스포츠마

케팅을 통한 스포츠 메카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째, 혁신도시 부문에서는 김천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김천(구미)역과 인접해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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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KTX 역세권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과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

지고 설계해왔다. 명품 정주여건을 조성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자 했다. 행정동이자 법정동인 율곡동

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내 9,28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까지 1,302세대, 2015년

에 3,454세대가 공급되었으며, 나머지는 2016년까지 모두 공급하게 된다.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2월까지 12개 공공기관 5,000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

한 교육환경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

등학교 2개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중 2015년까지 율곡초, 율곡중, 공립 자율형 율곡고가 개교했으

며, 율곡유치원이 개원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혁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9월 개관했다. 

둘째, 교육 부문에서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행복실현,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 

운영 등 세 가지 갈래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매년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2011년부터 시세의 5%로 

확대해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경북도내 시 지역 최초로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학교 포함)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을 지원

하고 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2009년 7월 김천대학교가 4년제 대학

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김천대학교는 1979년 김천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한 뒤 1982년에 김천보건전

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89년에 김천전문대학, 1998년에 김천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평생학습을 위해 김천시민대학, 인문독서아카데미, 김천시 여성대학, 김천시민아카데미 교양강좌 등

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김천시립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을 통해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평생학습

의 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2012년 10월 5일부터 3일간 김

천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했다. ‘학습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 펼쳐지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19만 여 명이 참관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KTX 김천(구미)역과 함께 조성된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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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김천은 인근의 시·군

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지

방 교육의 중추 도시였으나,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

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인구

가 감소해왔다. 이에 교육 환

경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각 분야의 인

재를 적극 발굴하고 명문 학교

를 육성하여 교육 도시 김천

의 위상과 명성을 되찾고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했다. 2008년 9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재단이 설립됐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2013년 12월 목표기금 100

억 원을 달성했고, 2018년까지 200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각종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3)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산업도시

김천은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으며, 대

대회 및 전지훈련 경제효과
(단위 : 명, 백만원, 개)

구분
대회개최 전지훈련 계

대회수
연인원 경제효과 연인원 경제효과 연인원 경제효과

합계  1,583,500 105,886 153,593 17,907 1,737,093 123,793 276 

2015년 210,400 20,754 17,680 2,548 228,080  23,303 48

2014년 265,100 16,436 18,700 2,113 283,800 18,549 41

2013년 248,400 15,401 23,654 2,673 272,054 18,074 46

2012년 228,200 14,148 20,521 2,319 248,721 16,467 37

2011년 207,100 12,840 23,038 2,603 230,138 15,443 30

2010년 168,500 10,447  22,000 2,486 190,500 12,933 25

2009년 153,100 9,492 16,000 1,808 169,100 11,300 30

2008년 102,700 6,367 12,000 1,356 114,700 7,723 19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제3편 통사   523

통  

사

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의 접근성도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 스포츠 도시 김천의 위상과 

역량을 웅변하는 것이 바로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36만㎢ 부지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이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궁도장, 사격장, 인라인스케이트경기장 등 

최고의 시설이 모여 있고, 국내 최초 지상다이빙훈련장과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276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를 개최했다. 각종 대회에는 연인원 158만여 명, 전지훈련에는 연인원 15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1,237억 9,3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이 김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김천은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김천을 찾아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4)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생태관광도시

김천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초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고장으로 전통과 문화 그리고 뛰

어난 자연경관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환경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여건

을 갖추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생태관광도시 조성 전략을 통해 스토리텔링과 관광 인프라를 효율적

으로 연결해 관광객에게 김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직

접 경험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상품,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왔다. 

관광지 개발은 직지사권역, 부항댐권역, 증산권역의 3대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했다. 직지사권

역은 역사와 함께하는 관광지이다. 직지사 인근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2013년 12월에 첫 삽을 뜨

고 2014년 3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한옥체험마을, 문화박물관, 평

화의 탑, 치유의 숲 등이 꾸며진다. 아울러 직지사 템플스테이와 직지나이트투어를 황악산의 아름다

부항댐 2014년 3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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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연과 연계할 계획이다. 부항댐권역은 체류형 관광지다. 순환일주도로를 비롯해 물문화관, 생태

종합공원, 오토캠핑장 등의 문화레포츠 시설이 들어섰다. 청암사와 수도계곡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

하고 있는 증산권역은 자연힐링 관광지다. 대덕면 추량리에 소재한 수도산자연휴양림은 가족중심 체

류형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휴양림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숲속휴양관과 숲생태 체험장, 물놀이장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탐방로인 무흘구곡 경관

가도 사업을 추진했다.

생태관광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3년 ‘깨

달음의 땅 김천 -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스토리’[한강 정구(寒岡 鄭逑)는 조선 중기 이름난 유학자], 

2013년 ‘감천 백오십리를 가다’, 2015년 ‘감문국의 흔적을 찾아서’ 등 스토리텔링 사업을 꾸준히 진행

했다. 그리고 걷기 코스인 사명대사길과 인현왕후길 개발했으며, 옛날솜씨마을, 김천세계도자기박물

관 운영, 빗내농악 계승보전 및 활성화로 문화와 예술, 관광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추풍령과 추풍령휴게소 일대 개발도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백두

대간 등산로, 레이싱 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은 20만㎡ 부

지에 에코어드벤처 테마공원, 숲속동물나라, 사계절 썰매장, 백두대간 등산로, 경부고속도로 역사관,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횡단할 수 있는 보행로, 교통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해 2017년에 완공할 계획

이다.

시가지를 관류하는 감천과 직지천을 1급 청정수로 유지하기 위해 자연 상태가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

고 고수부지의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는 등 하천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감천에는 수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 천변 저류지 설치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하천의 다기능 

복합문화공간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배시내 나루터 복원, 실크로드 조성, 자전거길(13㎞) 

및 버드나무길 조성, 생태탐방로(5㎞) 조성 등 친수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직지천은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해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하고 습지, 산책로, 자전거

길, 수변광장 등을 조성했다. 운수리에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해 피톤치드원, 갈대습지, 생태박물관 등 

생태체험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천을 따라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이나 지역문화를 

이용한 지역발전사업인 감문국 유적지 조성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밖에도 노후화된 하수도를 전면 개체하는 공사를 시행했으며, 빗물과 생활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도로 개량하여 감천과 직지천의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2016년 7월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대국가 감문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감문국 이

야기나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역사문화전시관을 건립해 신라에 편입된 감문국 유물들을 전시

하는 한편, 금효왕릉 발굴, 감문산성·고소산성 정비, 양천리 고분 정비, 고인돌공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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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십자축 물류교통 허브도시

김천은 예로부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3도를 접하고 있어 교통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에 이어 21세기 들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

부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십자축 물류교통의 허브도시로 거

듭났다.   

여기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반

영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2014년 6월에는 KDI 현지조

사단이 김천을 방문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었고, 2016년 12월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아울러 동서횡단철도와 중부내륙철도가 김천을 경유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횡단철도는 새

만금-전주-대구-포항-울산을 연결해 국토 중심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이다. 이 철도 구간에 김천

이 포함되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전주·김천 혁신도시, 무주기업도시, 구미산

업단지를 모두 연결하게 된다. 중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진주를 잇는 철도로 경북내륙지역과 남해안을 

연결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철도가 건설되면 김천은 

명실상부하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십자축 물류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이밖에도 간선도로 확장과 김천시가지를 환상형으로 순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했으며, 시가

지 곳곳의 노폭이 협소한 도로를 확장했다.

6)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왔으며, 출산

2013년 10월 행복 김천 복지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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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아 지원, 아동‧청소년 건강, 성인 건강, 어르신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김

천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 등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 기반시설을 확

충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회지회 및 노인대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체험 및 어울

마당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 신축,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 시민건강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개최

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는 ‘희망 김천! 복지박람회’가 처음 개최되어 시민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혼이주여성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

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셋째 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출산장려 벽화거리 조성, 좋은 아버지교실 운영, 수준 

높은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을 수립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보

건지소 건립, 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 신축 및 개보수, 보건의료장비 개선, 희귀‧난치성질환

자 및 암 조기검진 사업, 오지마을 순회 진료, 소외계층 방문 보건사업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

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7만㎡ 부지에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 유택동산, 

관리동 등을 건설하기로 추진 중인데, 건립예정지 공고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인근 마을의 부동산 가치 하락,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자농촌

세계의 농촌과 경쟁할 수 있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민선4기부

터 6기까지 매년 시 예산의 30% 이상을 농업‧농촌에 투자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을 육성하는 한편, 3대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업경영개선 및 농가경제지원으로 잘사는 농

촌을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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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했다. 아포 

일원 1,663㏊ 부지에 조성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는 환경 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

축산물생산시설·장비, 경종･축산 순환자원

화시설 등을 건설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농업 분야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

이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통시설 및 자

원화 시설을 공급해 농업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친환

경농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했으나 퇴비공장의 악취 발생을 걱정한 주민 반대로 사

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시는 악취저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2015년 5월에 준

공했다. 단지 준공에 따라 아포농협을 중심으로 1,150곳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시설을 이용

해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들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둘째, 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했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센터 건

립으로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업기계화 경작로 설치,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

로 정비했다. 그리고 농업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했다. 

셋째, 귀농귀촌사업을 펼쳐왔다. 귀농귀촌사업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

화를 유입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귀농귀촌인

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보육·문화·의료서비스 향상, 귀농귀촌통합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재정 및 

세제 지원, 멘토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넷째, 억대 농부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민선6기에는 억대농 2,000호 육성, 농업6차산업 육성,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1,073명의 억대농이 육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

진했다. 대항 직지사권역, 농소 이화만리권역, 증산 시루메권역 등 3개 권역에 총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 추진했다. 

여섯째, 대표 농산물인 포도와 자두는 특구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전국 생산량 1위의 김천 호두도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김천 자두는 

2013년 지리적 표시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소포장(5㎏) 규격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

여했다.

이밖에도 활력 넘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

성,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015년 7월 김천포도 자두 경북도청 홍보 및 판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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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다. 

한편, 스페인의 우수한 전문 와인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해 대형 와인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었다. 

2010년 3월 스페인 비야로블레도(Villarrobledo)의 시장과 투자회사 빠르시사(Parcisa)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와인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와인공장이 건립되면 지역 포도 농

가는 출하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대량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사업은 무산

되고 말았다. 

8)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도시

녹색성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등 녹

색성장 정책에 적극 대처해 왔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녹색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했다.

에너빅스김천태양광발전소는 어모면 옥계리, 58만㎡ 부지에 건설된 태양광발전소이다. 삼성에버랜드

가 2008년 9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순간 발전용량 18.4㎿로 연간 2만 6,000㎿의 전력을 생

산하고 있다. 이는 김천시의 15% 가구에 해당하는 8,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무엇

보다도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4만 배럴의 원유 대체로 1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효과

가 있다. 최종적으로 완공된 것은 2009년 1월 31일이다.

2013년에 준공된 열병합발전소는 코오롱건설(주)와 SK건설(주)가 공동으로 건설에 참여하고 준공 후 

운영은 SK E&S(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시설은 증기 330톤/h, 발전 56㎿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

추었다. 

2014년 9월 녹색미래과학관이 1만 6,500㎡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혁신도시 내에 설치

된 녹색미래과학관은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4D풀돔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

객에게 친환경녹색성장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결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 김천풍력발

전단지는 봉산면 추풍령 일원에 건설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발전허가를 받고 기공식까지 가졌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9) 소통과 공유의 열린시정

2012년 시행되던 찾아가는 주민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는데, 

2013년 이후에는 이를 확대해 소통과 공유,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시정을 지향했다. 

첫째,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확대해 운영하고, 찾아가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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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둘째, 재정건전성 강화(경북도 내 최초로 지방채 제로 달성), 정책실명제 운영, 읍면동 주간행정 종합

상황 및 건의사항 관리제 등을 실시해 신뢰 받는 시정을 운영했다. 

셋째,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온라인 소통을 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운용하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구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체험단,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모니터제, 일일명

예시장제도 등을 지향했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을 선도하기 위해 김천3.0을 추진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

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천3.0 비전선포식을 하고 김천3.0 실천과제보고회를 열었다. 김천3.0 

제안공모전을 개최하고 사전정보공표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김천3.0 실천의지 확산을 위한 워크숍

을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김천3.0 열린정보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상

북도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고, 안전행정부 지방3.0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정부3.0 시책평

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0) 박보생 시장이 꿈꾸는 ‘행복한 김천’

박보생 시장이 민선4기부터 민선6기까지 재임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꿈꾸어 온 김천의 청사진은 

행복도시 건설이다. 행복도시라는 명제는 김천시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김천을 보고 체험하고 들렀던 

모든 국민의 행복까지도 포함하는 거시적 포부이다. 

그는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크게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삼았다. 이 두 개의 축은 ‘인간과 환경 

중시’의 철학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하고 환경이 평화로운 상태를 전제하고 경제력 제고와 문

화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경제력과 문화력은 

인간과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첫째,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별‧세대별 맞

춤형 복지사업, 인재양성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이 있었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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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농업과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쳤다. 아울러 도시환경 개선사

업을 꾸준히 펼쳤다. 

둘째,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스포츠타운 시설을 활

용한 스포츠마케팅, 농업기술과 시설의 현대화, 특산물 브랜드화 등을 통해 부유한 농촌 만들기를 추

진했다. 또한,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김천시 일자

리 허브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문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천의 특색을 잘 살린 문화를 개발해왔다. 국제가족연극제를 비롯

한 축제, 시립예술단 창단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문화, 김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

발, 책 읽는 도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을 풀어놓으면 경제도시, 교통도시, 혁신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녹색도

시 등 전방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추진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인간과 환경중심의 행복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기반조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김천이 멀지 않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행복도시 김천

사람·환경 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 양성

출산 장려

맞춤형 복지

문화력 향상경제력 제고

시립예술단

생태도시

축제·행사

문화공간 확충

관광상품 개발

교통 허브

부자 농촌

일자리 창출

스포츠마케팅

사람이
행복한 김천

사람이
행복한 김천

문화콘텐츠 개발산업단지 조성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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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자치 20년은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도시, 혁신도시, 교통도

시, 스포츠도시, 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관광도시 구축 등 전방위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와 정상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이제 김천의 미래는 환경도시와 문화도시를 

지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천을 명품도시로 비약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김천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확립하는 중요한 테마이다.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의미하며, 인간 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존,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쉽게 말하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반 환경을 최적의 상태

로 유지하며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행복까지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도시와 문화도시를 지향하려는 김천의 선택은 미래지향적이며 탁월한 선택인 것이다.

민선1기에서 3기가 김천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선4기에서 6기는 시민의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든 시기였다. 이제 미래는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김천을 방문하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의 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즉 지난 20년간은 ‘시민이 살맛나는 김천’

을 건설해 시민의 희망을 추구

해왔다면, 앞으로 20년 이후

로는 ‘모든 사람이 김천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시적인 관점

에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

이자 거점도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박보생 시장은 2014년 6‧4지

방선거에 나서면서 ‘김천발전 

5대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민

제3절 도전과 희망의 여정

광역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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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치 20년 동안 김천 시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박 시장의 핵심공약은 김천의 미래를 설계한 청사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5대 핵심공약은 도심이 정비되는 창조 김천, 경제가 살아나는 희망 김천, 사람 중심의 행복 김천, 

역사를 되살리는 문화 김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김천 등이다. 이 과제는 민선6기 4년 간의 시정방

향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김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준거가 된다. 당시 박보생 시장은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십자축 철도망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경제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문화유적 복원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시대의 키워드로 사람, 역사와 문화, 자연과 녹색성장을 꼽은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테마이기도 하다. 

김천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도시 개발 완성, 꾸준히 확장되는 산업단지 건설과 우량기

업 유치, 남부내륙철도사업의 고시 등 굵직한 사업의 결실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도시로서 일자리 창출로 살맛나는 지역경제, 십자축 교통망 확충, 신

명나는 전통시장을 이뤄내고, 인간중심도시로서 김천의 현미경 복지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형 건강관리서비스, 다이내믹함을 더하는 스포츠의 요람, 전통과 현대의 만남, 문화예술의 고장,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참여시정 구현 등을 실현하고, 혁신도시로서 균형 있는 개발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

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앞장, 혁신도시의 완성과 재해예방을 목표로 한다. 환경도시로서 김

천의 뿌리 농업이 부자농촌, 복지농촌이 되도록 설계, 레저와 휴식이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자연

과 과학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등의 건설을 지향해나갈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요람,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첫째, 지속적인 대회 유

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구축한다. 매년 수십 개의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국

가대표팀을 비롯한 100여 개의 

국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

치해서 음식업, 숙박업, 운수

업, 관광업 등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도모한다. 둘째, 김천브랜

드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기반

을 조성한다. 체육단체 인사 유

대관계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매년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지 않도록 김천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정례화한다. 

2015년 10월 김천하이패스 배구단 개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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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소년대회를 집중적으로 발굴 유치한다. 올림픽을 비롯하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스포츠 강국

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소년기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육성을 위한 유소

년대회를 집중적으로 발굴 유치해 스포츠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한다. 넷째, 프로배구단 이전으로 

스포츠중심도시의 위상을 강화한다. 명문 구단인 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이 김천으로 이전해옴에 따

른 지역 유소년 배구 인프라 구축과 저변확대를 통해 스포츠중심도시 입지를 강화한다.

3대 기적이라는 KTX 김천(구미)역, 혁신도시, 전국체전의 유치에서 완결은 물론, 도시 개발과 경제 

발전을 비롯해 시정 전반에 걸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온 것은 잠재되어 있던 김천의 역량

을 일깨워 적극 활용했기에 가능했다. 수려한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 명품 과일의 산지, 스포츠‧
문화‧관광의 기반시설 등 김천이 갖고 있는 강점에 김천시민의 의지가 더해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많은 국민이 행복을 만끽하고 이를 기억하는 김천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 공존하는 김천혁신도시



제4편 테마히스토리



제1장 김천의 이모저모

•�삼산이수,�문화예술시설,�복지시설,�역·문�및�종·탑,�5대�전통시장,�공원과�인공폭포,�����������

농촌체험·정보화�마을,�전시관,�농업�관련�시설,�축제�및�이벤트,�프로스포츠

제2장 역사 속 김천 이야기

•주거지�외,�태실터,�성지(城址),�봉수지(烽燧址),�역,�장,�전통문화



536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제1장 김천의 이모저모

제1장

김천의 이모저모

1.�삼산이수�

2.�문화예술시설�

3.�복지시설�

4.�역·문�및�종·탑

5.�5대�전통시장�

6.�공원과�인공폭포�

7.�농촌체험·정보화�마을�

8.�전시관�

9.�농업�관련�시설�

10.�축제�및�이벤트�

11.�프로스포츠



제4편 테마히스토리   537

김
천
의 

이
모
저
모

1. 삼산이수

황악산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상

촌면 궁촌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황악산(1,111m)은 추풍령에서 삼도

봉(三道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산줄기 중간에 있는 산으로 이 일대

에서 가장 높다. 황악산에서 북쪽으

로 뻗은 산줄기는 여시골산·백원봉

을 만들면서 괘방령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형제봉·

바람재·질매재로 이어진다. 황악산 동쪽 비탈면에서 발원한 하천은 동쪽으로 흘러 백운천(白雲

川)을 이루어 직지천으로 흘러들고, 북쪽 비탈면에서 발원한 하천은 어촌천(漁村川)을 이루어 초

강(草江)으로 흘러들며, 남서쪽 비탈면에서 발원한 하천은 궁촌천(弓村川)을 이루어 초강으로 흘

러든다.

황악산은 김천시 북서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이 일대를 상징하는 산이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

은 깊으며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아름답다. 남쪽 산기슭에는 신라 시대에 창건한 직지사(直指寺)

가 있어 많은 이들이 방문한다. 북쪽 산기슭인 영동군 매곡면 지역에도 많은 사찰이 있었으나 현

재는 폐사된 곳이 많다.

금오산

김천시 남면 오봉리와 구미시 남통

동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금오산

(金烏山)은 높이 약 976.6m로 김천

시 동부 및 구미시 서부에서 가장 높

은 봉우리이다. 금오산 정상부는 경

사가 완만하고 기복이 낮은 U자형의 

산줄기를 이루며 그 내부는 대체로 

평탄하고 넓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

는데,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U자

형의 산줄기를 따라 산성을 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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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오산성이다. 금오산은 정상에서 서남향으로 800m 정도 내려오면 고위 평탄면의 분지 내에 

성안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 상 그 위치가 크게 3등분되어, 서쪽으

로는 김천시에 속하며, 남쪽은 칠곡군 북삼면, 그리고 동북 방향으로는 구미시에 속한다. 따라서 

금오산의 정상부는 김천시의 행정 구역이 아닌 구미시 남통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오산 정상 

남쪽의 금오산성의 능선을 따라 김천시와 구미시의 경계가 접하고 있다.

금오산은 본래는 대본산(大本山)이었으며, 외국의 사신들이 중국의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숭

산(崇山)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여 남숭산(南崇山)이라 불렀다가, 아도화상에 의해 금오산으로 불

리게 되었다. 산 능선은 ‘왕(王)’자 같기도 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비

슷하다.

1970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면적은 37.9㎢이다. 계곡 입구에는 

금오산 저수지가 있으며, 북쪽 계곡에는 높이 27m의 명금폭포, 의상이 수도했다는 도선굴, 고려 

말의 충신 길재(吉再)의 충절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채미정(採薇亭) 등이 있다. 해운사, 대각

사, 진봉사 등의 고찰과 금오산 마애보살입상(보물 제490호)을 비롯해 남쪽 계곡에는 선봉사 대

각국사비(보물 제251호)가 있다. 

대덕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대덕산(大德山)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

는, 소백산맥의 백두대간 마루금에 

위치한 산이다. 대덕산에서 남남동 

쪽으로 1.6㎞ 지점에는 초점산이 위

치하는데, 이 산은 삼도봉이라고도 

불리며,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계가 

된다. 대덕산과 남쪽의 초점산 일대를 중심으로 소백산맥과 가야산맥이 갈라지며, 대덕산 주위에

는 국사봉, 덕유산, 월매산 등이 있다. 한 도인이 옛날 이 산에서 백일기도 후에 공덕을 쌓고 도가 

통하였다고 하여 대덕산이라 부르고 있다.

특이한 형태의 기암괴석의 경관은 나타나지 않지만, 서사면과 동사면에는 정상부로부터 이동된 

암설들이 지표를 넓게 덮고 있는 암괴원 지형이 잘 발달하고 있다. 정상부는 인위적인 초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헬기 이착륙장이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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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

감천(甘川, 甘泉)은 우

리말로 감내이며, 이

는 김천 지역의 중심

을 흐르는 하천인 ‘중

앙천’이라는 의미로 해

석된다. 김천 사람들

은 감천의 물맛이 다

른 지역보다 달고 맛

이 있어 감천(甘川)이라고 명명하였다고도 한다.

감천은 김천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봉화산(901m), 국사봉(875m), 대덕산(1,290m)에서 발원해 

삼도봉에서 흐르기 시작한 부항천과 지례에서 합류해 북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김천시를 관통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감천의 총 길이는 약 74.27㎞로 발원지인 대덕면 우두령 부근에서 낙동강

으로 흘러드는 최하류부까지의 거리이다.

유역 분지에 포함되는 하천은 직지천·부항천·아천·무릉천·하원천·대방천·감문천·율곡

천·연봉천·외현천·강곡천·백운천·광천천 등으로, 이들은 모두 감천으로 흘러드는 감천의 

지류이다. 감천 하류부에는 광명평야, 개령평야, 아포평야 등 김천의 곡창 지대를 이루는 넓은 들

이 펼쳐져 있다.

직지천

봉산면 광천리 눌의산에서 발원해 모암동에서 감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직지천은 황악산 하

곡에 조성된 직지사(直指寺)에서 따 온 이름이다. 

눌의산(743m)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다가 덕천리에서 백운천과 만나 동쪽으로 흘러 김천 시

내 북쪽을 지나 모암동 김천대교 

부근에서 감천으로 흘러든다. 유

로 길이는 21.15㎞, 유역 면적은 

129.3㎢이다. 하천 유역 분지는 고

성산, 덕대산, 진밭산, 황악산, 가

성산, 눌의산, 난함산 등으로 이어

지는 능선이 분수계를 이룬다. 직

지천 하류부에 토질이 비옥하고 관

개가 편리해 김천의 곡창지대 가운

데 하나로 꼽히는 금릉평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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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천 하곡에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국도, 국도 4호선, 경부선 철도가 지나 하천을 따라 형성된 

평지가 교통로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2. 문화예술시설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

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하

여 건립되었으며, 각종 기획 

공연과 전시회 개최, 시립 예

술단 운영과 연주회, 영화 상

영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되고 있는 문화 시설이다. 

2000년 4월 15일에 개관했으

며, 부지 면적 1만 8,600㎡에 

건물 면적 1만 2,165㎡의 지

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대공

연장은 964㎡에 좌석 수 937석, 소공연장은 278㎡에 좌석 수 192석으로 대규모 공연, 교육, 보

고회, 발표회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시실은 671㎡(1층 413㎡, 2층 258㎡) 규모로 전시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

고 있다. 국제회의실은 250㎡으로 4개국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향토자료실, 야외 공연장,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의 기타 부속 시설도 갖추어 종합 문

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개 예술단(김천시립국악단, 김천시립교향악단, 김천시립합창단, 김천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김

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회와 공연이 열리고, 시설 대관을 통해 지역민들의 발표의 장으로

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소재지 : 운동장길 3

김천시문화의집

시민들에게 문화생활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김천시 문화의 집은 2002년 4월 23일 개관하고, 12월 31일 대구가톨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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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관(법인 카리타스)과 위

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활동 

사업, 사회 교육 사업, 동아리 

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 활동 사업으로 김천시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부스, CD 및 AV 부

스, 열린 도서실, 음악 연습실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사회 교육 사업으로 서각교실, 논술과 토론, 어린이 영어동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윤택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사업에서는 만화, 댄스, 통기타, 탁구, 수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아리 결성과 가입 기회를 제공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아 개발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 면적 700㎡의 공간에서 문화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다. 

소재지 : 중앙공원1길 16

김천시립미술관

전문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2009년 10월 미술품 기증협

약을 체결하고, 옛 시립도서

관을 리모델링해 2013년 12

월 24일 개관했다. 

지상 4층, 연면적 1,031㎡ 규

모로서 1층은 사무실과 수장

고로, 2층과 3층은 전시실, 4

층은 세미나실과 자료실로 이

루어져 있다.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장소

로 이용하고 있으며,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수준 높은 멋진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소재지 : 남산공원길 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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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내농악전수관

개령면 광천리 빗내마을에서 전승

되고 있는 전형적인 풍물굿인 빗내

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건립된 전수관

으로 2003년 11월 5일 개관했다.

빗내농악전수관에서는 빗내농악 교

육, 빗내농악 경연대회 개최, 전승 

학교 지정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빗내농악의 체계적

인 전승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은 정기 교육, 특별 교육, 수시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빗내농악의 기초 과정에서부터 연구 과정, 

가락과 놀음놀이에 대해 수강할 수 있다.

빗내농악전수관은 3,385㎡의 부지에 연면적 877㎡의 지상 2층 전통 한식기와 건물로 783㎡의 

야외 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 기물 보관실, 교육생을 위한 숙소, 탈의실을 갖추고 있는 무형문

화재 단일 전수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김천시 22개 읍·면·동이 모두 참가하여 화려

한 입장식과 신명나는 농악 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을 이끌어 

내는 한마당 잔치가 되고 있다.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

전시키기 위한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정 육성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재지 : 개령면 빗내길 118

백수문학관

1960년대를 대표하는 김천 출신 시

조시인 백수(白水) 정완영(鄭椀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문학

관이다. 정완영은 현대 시조의 선구

자로 시조의 중흥기를 열었던 한국 

시조계의 거봉이다. 그의 생애와 업

적을 기리고 문학인에게 창작 공간

을 제공하여 지역 문학 발전을 도모

하고자 설립되었다. 정완영 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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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있는 물품과 문학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 창작 활동을 펼칠 집필실, 자료실, 세

미나실, 수장고, 편의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12월 10일 개관했으며, 2009년 1월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문학관에 대한 

연혁 및 현황, 시설 및 관람 대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백수문학관은 직지문화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3,587㎡에 연면적 603㎡의 지하 1

층 지상 1층 규모의 한국식 기와 형태의 건물이다. 22㎡ 면적의 집필실을 마련해 문학인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부터 문학아카데미를 시작했으며, 

매년 백수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을 개최하고 백수문학제를 열고 있다.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은 휴관한다.

소재지 : 대항면 직지사길 118-18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2006년 4월 26일 유럽자기 형태로 

건축된 세계도자기박물관이 문을 열

었다. 일본에서 귀화한 복전영자(福

田英子)가 2005년에 기증한 유럽 자

기와 크리스탈 1,018점을 전시하

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박물관은 대지 면적 

4,585㎡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

모를 갖추고 있고, 소장품은 1,099

점이다. 18~20세기 유럽과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도자기 작품이 전시되어 세계 도자기에 대한 역사와 흐름을 배울 수 있다. 

주요업무는 기획전 개최, 유물 구입 및 기증, 박물관 교육 등이며,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럽 자기의 진수를 보여 주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재지 : 대항면 직지사길 118

직지사 성보박물관

직지사에서 본·말사의 주요 문화재를 연구 및 전시하기 위해 설립한 박물관으로 1995년 10월 

18일 개관했다. 1996년 11월 22일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1999년 6월 전시 시설

에 대한 교체 공사 후 재개관했다.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말사

에 대한 유물을 조사하고, 2001년 4월 상설 전시한 유물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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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사 성보박물관은 경상북도 김천

시, 상주시,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등 5개 시·군 60여 개 사찰에 전해 

오는 불교 유물과 전국의 범종, 비문 

등을 탑본(榻本)한 작품 5,300여 점

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의 내용은 

국보 1점, 보물 10점 등의 지정 문

화재를 포함하여 불경, 불상, 불화, 

진영, 의식구·공양구·장엄구 등의 

불구(佛具), 탑본 등이다. 

주요 업무는 전시 기획, 상설전 및 특별전 개최, 유물 관리 등이다. 개관 이래 직지사를 비롯한 말

사의 문화재를 소장, 전시, 연구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귀중한 불교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소재지 : 대항면 직지사길 95

정산국악원

김천예술고등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으로 전통음악 전승 보급을 통한 문화 예술 창달과 시민 생활

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개설했다. 신천문, 화락당, 동잠헌 세 채의 집을 한 울타리로 하여 정산국

악원이라 하는데, 정산(靜山)은 국악원을 세운 이신화 교장의 아호(雅號)이다. 

신천문(信天門)은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정산국악원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

로 하여 세워졌으며, 이 정신대로 실기를 교육한다는 건학 정신을 나타낸다. 화락당(和樂堂)의 화

(和)자는 화합할 화자로 음악의 화음 즉 하모니(harmony)를 나타내며 락(樂)자는 풍류 악자를 나

타낸다. 따라서 이 집은 늘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하라는 뜻을 나타낸다. 

동잠헌(桐岑軒)의 동(桐)자는 오동나

무 동자이고, 잠(岑)자는 언덕 잠자

로 본래 이곳의 지명을 오동나무언

덕으로 불렀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오동나무는 그 나무의 재질이 

공명성이 뛰어나서 가야금을 비롯한 

국악기의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이 국악의 전당임을 관련지어 

붙인 당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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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정산국악원을 설립하고 1999년 6월 김천예술고등학교 국악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김천 지역 연주자들로 구성된 40명의 단원으로 정산국악연주단이 창단되었다. 

한국 전통 악기 강좌, 국악 실기 교육, 유아 국악 교실 등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국악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산국악연주단이 각종 공연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유아 국악 교실을 열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조기 국악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유치원 교사 국악 연수, 중학생 국악 실기 전수 장학생 교육 등 청소년 교육에도 주력해오

고 있다. 

소재지 : 한일길 11-30

농경유물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으며, 

2009년 5월 개관했다. 농경유물관

은 한반도의 농경문화와 농기구·농

기계의 기술 진보에 따른 김천 지역

의 농경문화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

고, 도농복합도시 김천의 미래 비전

을 함께 공유하는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건축 면적은 1,006.57㎡이며 전시 

면적은 782.16㎡이다. 전시관은 도

입부, 선조의 지혜·농기구의 역사, 

농경문화와 농기계의 혁명, 생명의 들 김천의 과수농업, 김천의 미래를 여는 농업기술, 김천농업

정보마당 등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다.

선조의 지혜·농기구 역사관에는 인류와 함께 해온 농기구, 한반도의 농경 역사, 김천의 청동기 

시대 농경 유적, 농기구의 발전사, 김천 농가의 삶과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농경문화와 농

기계의 혁명관에는 김천의 사계절 농경 모습이 비교 전시되고 있으며, 생명의 들 김천의 과수농업

관에는 김천자두의 사계, 과수와 농기계, 퀴즈로 알아보는 채소랑·과수랑·포도나무를 키워보세

요 등이 전시되고 있다. 김천의 미래를 여는 농업 기술관에는 미래의 첨단 농업 기술, 김천의 친

환경 유기 농업, 김천 농업의 비전이 전시되고 있으며, 김천농업정보마당관에는 김천 농업 무엇

이든 물어보세요, 알뜰살뜰 김천의 직거래직판장, 우리의 농업, 김천의 희망 찾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소재지 :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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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시설

평생교육원

2016년 2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통합해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은 평생교육원

(구.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대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복지 사업을 통해 지

역 사회 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1년 3월 5일에 개관했었다.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에 적극 부응해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직능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5월 1일 개관했다. 

대지면적 737㎡, 연면적 15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에서 모든 시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능·취미 교육 프로그램, 여성대학, 이동 여성회관, 가족 체험교실, 특

별강좌,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동아리 발굴·육성사업을 한다. 그리고 여성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경력단절고용 촉진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상담 프로그램, 구

직·구인 상담, 직업훈련교육, 여성인턴제, 취업(희망)여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소재지: 공단2길 30-22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등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

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 보호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두고 직업 재활 및 치료 교육, 사회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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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9일에 개관했으며, 대

지 4,298㎡, 건물 2,509㎡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는 문화교실, 

급식소, 상담실, 교육지원실 등이, 2

층에는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심

리치료실 등이, 3층에는 주간보호센

터, 강당, 휴게실 등이 있다. 별관은 

직업훈련실로 운영되고 있다. 

소재지 : 환경로 136-6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

의 건강·교양·문화 등의 여가 선

용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

비스를 제공한다. 2002년 4월 23일 

개관했으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노인복

지센터와 문화의 집이 같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인 까치문화대학을 운

영하고 있다. 1층에는 사무실, 중앙노인복지센터, 상담실, 경로식당, 안내실, 문서고, 기계실, 전

기실이 있다. 2층에는 강당, 여가선용실, 체력단련실, 탁구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휴게실, 

이미용실, 세탁실, 샤워실이 있다. 3층에는 문화의 집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안내데스크, 문화

사랑방, 열린도서실, 문화창작실, 음악연습실, 정보자료실, 어린이놀이방, 문화관람실, 비디오부

스, 인터넷부스, CD부스, 서예실 등이 있다.

소재지 : 중앙공원1길 16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적 욕구 충족, 정보 교류, 다양한 문화 강좌 등을 통해 건전

한 정서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옛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2004년 1월 15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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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열고 있

으며,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문화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방학프로그램, 

토요문화강좌, 청소년 수련 활동 인

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존, 열린 도서실, 공연 연습

실, 다목적 홀, 창작 공방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보 교류와 문화 공간으로 기

능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 과학 체험, 문화 탐방, 성교육, 생

태 탐험, 공예 교실 등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방학 문화강좌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재지 : 다삼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2월 직지사 후문 근처에 김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업무를 시작했다. 수탁 법인

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지사지부가 선정되었다. 같은 해 4월 개소식을 가졌으며, 같

은 해 9월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0년 9월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대광동으로 이전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사회’란 슬로건 

아래 다문화 가족의 지역 사회 부적

응 해소와 가족 해체 위기의 다문화 

가족에게 국가별, 지역별, 가족별 욕

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에 온전히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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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한국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

을 방문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화 사업으로 자

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바우처], 친정 부모 초청 및 방문 사업, 중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 베트남

어 통번역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일반 가

족의 교육, 상담, 문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데이,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놀토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재지 : 공단로 152-32

근로자종합복지관

실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정보 제

공,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각종 회

의 및 교육 공간을 만들어 근로자들

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휴식을 통한 

재충전 및 친목 공간을 제공하기 위

해 건립되었다.

2007년부터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

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여 2010년 8

월 31일 준공하고 같은 해 10월 9일 

개관식을 가졌다. 부지 면적 8,044

㎡, 건물 연면적 2,95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지하 1층에 근로자평생학습센터, 1층에 

근로자취업센터, 전시관, 사무실, 근로자 법률 상담실, 2층에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다목적 취

미교실, 3층에 대강당이 있고 옥외에는 풋살 경기장과 족구장이 있다. 

소재지 : 공단3길 120-1

4. 역·문 및 종·탑

직지사역

대항면 덕전리에 있는 경부선 철도

역으로 신암역과 김천역 사이의 역

이다. 1925년 9월 15일 세송신호소

로 업무를 시작했고, 1927년 4월 1

일 보통역으로 승격하면서 직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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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칭했다. 

1976년 7월 화물 취급을 중단했고, 1977년 5월 소화물 취급을 중단했다. 1990년 2월 수입 감소

와 열차 집중제어장치 도입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역원만을 배치하는 배치 간이역으로 격하되어 

김천역 관리를 받다가 2007년 6월 이용객 감소로 여객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에

는 하루 총 2회 왕복 1회의 통근형 무궁화호만 정차했다. 2006년에는 승차 인원 321명, 하차 인

원 724명, 화물 도착 톤수 3,975톤이었다.

역 구내에 박해수 시인의 시 「직지사역」 시비가 있으며, 열차카페와 열차 법당이 있다. 

소재지 : 대항면 덕전길 308-65

영남제일문

영남제일문(嶺南第一門)은 추

풍령을 통해 영남 지방으로 들

어오는 첫 관문으로서의 상징

성과 희망찬 2000년대를 맞이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구현

한다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

해 건립되었다. 다수동 2,057

㎡의 면적에 2001년 7월 10

일 준공되었다.

영남제일문은 높이 12m, 길

이 50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에 맞배 지붕 및 팔작 기와, 다포식 구조로 건립되었으며 목조 부분은 금모루 단청으로 마무리

한 전통 한식 구조이다.

문 중앙에 걸려 있는 가로 7m, 세로 1.5m의 영남제일문(嶺南第一門) 현판은 서예의 대가인 여초 

김응현(金應顯)이 글을 쓰고 지역 출신인 각장자 고원 김각한이 새겼다. 특히 대구광역시 무형문

화재 제14호 단청 기능자인 단청장 조정우(曺廷宇)는 금모로 단청과 함께 현판 좌우로 8폭의 비

천상과 김천의 상징물인 징, 장고, 꽹과리, 포도를 그려 품위와 고전미를 더해 주고 있다.

영남제일문이 선 자리는 옛날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할 때 추풍령, 조령, 죽령을 

통하여 한양길에 올랐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 지역인 대구, 부산으로 내려

갈 때 영남의 첫 관문인 김천시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지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소재지 : 다수동 407-2 / 다수동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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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종

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대종이다. 시민

대종은 서울대학교 정밀기계

설계공동연구소에서 대종 설

계 및 기술 감리를 했으며, 부

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홍

종사에서 대종을 제작했다. 

1999년 10월 15일 준공식을 

가진 김천시민 대종은 김천종

합운동장 앞 김천시민 대종각 

안에 세워져 있다.

지름 2,210㎜, 종견고 2,830㎜, 종신고 2,970㎜, 중량 약 18.75톤의 대종에 새겨진 문양은 전통 

설화 속의 비상하는 선녀상에 무형문화재 제8호인 김천의 빗내농악을 모티브(motive)로 해 김천

의 힘찬 기상과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모든 거종들의 자료를 기초로 설계되었는데,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핵심 모델로 그 소리를 재현하고자 했다. 주조 완료된 대종은 18.9톤의 성덕대왕신종과 

규모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음향에서는 고유 진동수가 57.47㎐(low), 57.59㎐(high)

로 성덕대왕신종보다 약 7㎐가 낮아서 다른 어떤 종소리보다 낮은 진동수로 장중하고 맑은 소리

가 특징이다.

소재지 : 운동장길 1 

시민헌장탑

김천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주

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

정된 시민헌장으로, 돌에 새겨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정에 

비석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처음에는 1963년 5월 김천시

장 승인 하에 김천문화원에서 

공모해 결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남산공원에 시민헌장

탑이 건립되었다. 198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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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문이 수정되고,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으로 새로운 시민헌장이 채택되었다. 이후 남

산공원에 건립된 기존의 시민헌장탑이 노후되자 2006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정에 높이 5.7m, 

무게 28톤의 시민헌장탑을 새롭게 건립했다.

김천시민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황악의 정기가 서리고 직지·감천 맑은 물이 감돌아 흐르는 우리 김천은 조상들이 이룩한 살기 

좋은 터전이다. 우리 시민은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아 새 문화를 창조하여 대대로 축복받은 고장

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꾼다. 1.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절을 지킨다. 1. 우리는 튼튼한 몸과 올바른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한다. 1. 우리는 항

상 배우고 익히며 내 고장 발전에 이바지한다."

소재지 : 운동장길 3 (문화예술회관 전정)

서울부산간고속도로 준공기념탑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경부고속

도로의 중간 지점인 추풍령휴게소에 세운 탑인

데, 1970년 12월 8일 건립했다. 

기념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0.8m이다. 탑신 아랫부분은 클로버 모양이

며, 기단(8단)과 탑신(69단)을 합쳐 77단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준공일(1970년 7월 7일)과 

고속도로 건설 중 희생된 77인을 상징한다. 추

풍령휴게소 광장에서 기념탑으로 오르는 계단

도 77계단이다. 

기단 전면과 후면에는 건설·번영·발전을 상

징하는 부조작품이, 탑신 양 측면에는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부착되어 있다. 4면

의 기단에는 ‘서울부산간고속도로는 조국 근대

화의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라는 글귀와 시(詩) ‘고속도로의 노래’가 적혀 있다.

소재지 : 봉산면 광천리 산 178-6

전국체전기념탑

2006년 전국체전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체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세운 기념탑으로 종합스포츠

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김천시를 상징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를 주제로 했다. 

550톤 무게의 통석을 사용한 주탑은 높이 30m로 뒤쪽에는 42개 체전 종목을 부조나 환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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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고 좌우 입구에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5m 높

이의 수호신을 새겨 넣었다. 주

탑 아래 원형 수조는 샘솟는 김

천인의 기상과 마르지 않는 ‘샘

(泉)’의 영원성을 강조했다.

2005년 12월 31일 시민대종각

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 

이후 제막식을 가졌다.  

소재지 : 운동장길 1

5. 5대 전통시장

황금시장

황금동에 있는 공설 상설시장이

다. 1953년 황금동 길가와 골

목에 몰려 있던 청과·채소 등

의 노점상을 한 곳에 모아 상거

래 질서와 교통 소통을 목적으

로 공설 시장을 설치했다. 1959

년에는 모암동의 중앙시장을 폐

쇄조치하고 황금시장으로 옮겨 

같은 해 9월 상가 건물을 건립했

다. 이지원 등 3명으로부터 부지 

773.5㎡를 기부 받아 주택과 점

포를 겸비한 357㎡의 상가 건물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주택으로만 사용되었고, 토지 구획 정리로 많은 부지가 

흡수된 데다 일부를 마을금고에서 차지하고 있어 155㎡의 건물만이 상가로 남아 있다. 2002년, 

2006년 2차에 걸쳐 1,600㎡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에 주차장 1,049㎡를 조성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 업종과 경쟁하고 있다.

황금시장은 2009년 현재 부지 면적 2,570㎡, 건물 면적 1,620㎡이며 141개의 점포가 상설 운영

되고 있다. 마늘, 고추, 양파 등 농산물 위주로 상거래가 활발하며 매월 5일부터 5일장이 열리는

데, 장날이 되면 가로변 노점까지 혼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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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황금동과 양천동을 통합해 양금동이 되었으나, 시장 명칭은 그대로 황금시장이라 부

른다.

소재지 : 황금시장4길 20 일원

감호시장

감호동에 있는 공설 상설시장이다. 

잉여 농산물을 다른 물품과 교환하

기 위해 별다른 시설이 없는 일정

한 장소에서 일정한 날짜에 모여 물

품을 교환하는 장시(향시)에서 출발

한 감호시장은 1870년대부터 현재

의 용암동 일대에 5일, 10일장으로 

형성되었다가 상설 시장으로 변모했

다.

일찍이 전국 5대 시장의 하나였던 

김천장이 감호동까지 연장되어 생겨

난 감호시장은 외곽 시장으로서 화려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22년 감천제방이 축조됨으로써 

어물·채소 시장으로 발전하여 영신상회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으나 평화동 김

천역 부근이 발전됨에 따라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시장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954년 공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시장 건물을 건축 복구했다. 현재는 부지 2,867㎡에 건물 면

적 1,533㎡이며 90여 개의 점포가 상설 운영 중이다. 

소재지 : 용두동 84-3

중앙시장

모암동에 있는 사설 상설시장이다. 

1953년 5월 모암동 142-8번지에 

김천수산청과가 설립되면서 처음 시

작되었다. 모암염매시장기성회가 조

직되어 경매 시장 2동 330.5㎡를 건

립해 수산물과 청과물의 매매와 경

매 시장으로 발족했다. 한편, 자유

당의 정치적 비호 아래 이와 대립하

는 별도의 중앙시장기성회가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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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점포가 만들어졌다. 먼저 생긴 중앙시장은 상권 다툼과 운영 자금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개점휴업이 계속되다가 1959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새 중앙시장은 1966년에는 화재로 16개 점포가 소실되었으나 중앙시장번영회와 김천문화원의 적

극적인 구호 대책으로 2개월 만에 복구되었다.

중앙시장은 오랜 전통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인근의 감호시장에 밀리고 상인들 간에 반목과 

알력이 계속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직물

류 전문 상가로 변모하면서 점차 활기를 띠게 되고 의류 상점의 증가와 함께 시내에서 가장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부지 면적 4,244㎡에 건물 매장 면적 1,256㎡ 규모이며 120여 개의 점포가 상설 운영되고 있다. 

의류·직물·포목류 등 소매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구류 판매점, 농기계 수리점 등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소재지 : 중앙시장3길 3

평화시장

평화동에 있는 사설 상설시장

이다. 1977년 176개의 점포

로 시장 개설 허가를 받고 의

류, 잡화, 식료품 상가를 형성

했다. 

1955년 11월 목조 2층 5동, 

단층 125동 15간의 점포 건물

이 생겨난 이후, 몇 번의 변천

을 거쳐 1977년 12월에 시장 

개설 허가를 받고 유통 근대화 

재정자금 5,000만 원의 정부 

융자로 3,487㎡의 콘크리트 2

층 현대식 시장 건물을 신축했다. 2002년부터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비가림 시설과 주차장

을 설치했다.

평화시장은 김천에서 가장 활발한 소비 중심 지역으로 부지 면적 2,518㎡, 건물 면적 3,488㎡에 

100여 개의 점포가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 업종은 외식 및 식료품 판매업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의류·잡화 판매업도 주요 업종이다. 

2003년부터 매년 9월 평화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평화시장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편의 시설의 구축을 통해 대형 마트와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전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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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외지 거주 행상인들이 각종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

으며 철따라 주변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포도, 자두, 참외, 수박 등 각종 과일류가 활발하게 거래

되고 있다.

평화시장은 시민과 애환을 같이한 김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과 인터넷쇼핑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왔다. 이에 환경개

선사업을 통해 비가림시설, 도로포장,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새롭게 단장되었다.

소재지 : 김천로 100

부곡시장

부곡동에 있는 사설 상설시장이

다. 1969년 경부고속국도가 개

설되고 그 진입로가 부곡동 시

가지 서쪽 끝을 통과하자 부곡동 

일대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답

보 상태에 있다가 1980년에 부

곡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예

상과는 달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된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기

를 띠게 되었다.

2002년 이후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하수도, 화장실, 건물 보수, 상징 조형물, 가로등 설치 

등의 기반 시설 보수 사업을 펼쳤으며, 2007년 이후에는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

장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 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부지 면적 2,005㎡, 건물 면적 1,954㎡이며 부곡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되

어 있다. 대표 업종은 외식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순대, 야식류 등의 먹

을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재지 : 부곡시장길 15 일원

6. 공원과 인공폭포

남산공원

남산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김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남산공원 부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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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사가 설치되었지만 한편으

로 공원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

민과 학생들을 강제 동원해 신사 참

배를 강요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되

었다. 

광복이 되자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신

사를 파괴했다. 이후 1963년에는 남

산공원설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원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원 시설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운동 연습장으로만 이용되다가 1979년 3월 시비와 사회단체 기탁금, 개인 

성금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모아 화단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소와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지금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공원 면적은 1만 3,050㎡이며, 연면적 991.74㎡에 지상 4층으로 된 시립미술관(구 시립도서관) 

건물이 있으며, 화장실, 비둘기집, 동물우리, 파고라, 기와정자 등도 1개씩 있다. 그리고 편강렬 

의사 순국기념비, 여중룡 의사 순국기념비, 남산루, 백수시비, 김기환 문학비, 문호월 노래비, 배

병찬 시비 등 29종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구 시립도서관이 폐관되고 신시가지에 현대화된 공원이 많이 조성되면서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으

나, 2012년 말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면서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재지 : 남산공원길 90-13

직지문화공원

418년(신라 눌지왕 2년)에 건립된 전통 사찰인 직지사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 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고 직지사와 연계한 문화 관광 자

원화를 위해 조성해 면적 7만 9,160

㎡ 규모의 공원을 2004년 4월에 문

을 열었다.

직지천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을 가로지는 직지천 계류 330m

의 원 형태를 보존하여 자연 친화적

으로 조성되어 있다. 중앙의 음악조

형분수대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조

성되었으며 직지천 좌우를 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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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량 2개소와 광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편의 시설로는 관리실 1개소와 화장실 2개소, 파고라 8개소, 정자 2개소, 의자 13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8종 12점의 놀이 시설과 체육 시설을 갖춘 어린이종합놀이터도 있다. 문화 조형물로는 종

합 놀이터 아래에 폭 25m에 높이 17m의 대형 2단 폭포와 아파트 7층 높이의 전국에서 가장 큰 

대형 장승 2기, 170m의 성곽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7점, 시비(詩碑) 20점과 

나화랑 기념비 1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지압 보도와 산책로, 야외 공연장, 2009년 3월에 

조성한 1,200㎡ 규모의 연못이 공원 상부 쪽에 위치해 있다. 

소재지 : 대항면 운수리 35 일원

조각공원

직지천변 구 우시장 부지에 직

지천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함으

로써 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0년 5

월까지 조성한 신음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다.

총면적 1만 8,517㎡ 규모로 김

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

는데다 김천공용버스터미널과 

약 2㎞, 김천역과 약 3㎞의 거리

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

해 찾는 이들이 많다. 

공원 중앙의 분수대 및 기념탑을 중심으로 조형 조각물 18점과 시비(詩碑) 1점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시설로는 관리소와 화장실 1개소를 비롯하여 파고라 6개소, 정자 2개소, 의자 58개가 있다.

또한, 공원 내에 체육 시설 4종 5점, 배드민턴과 족구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지천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교동 강변공원까지 연결되어 있다. 

소재지 : 조각공원길 일원 (신음동 1056-2)

무궁화공원

인접한 직지사, 황악산, 직지문화공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조성해 2001년 4월 문을 연 

공원이다. 무궁화를 많이 식재한 녹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조경

목으로서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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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면적은 1만 4,050㎡ 규모이

며, 공원 내에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데 그 수가 4,500여 그루에 달한

다. 개화 시기가 되면 분홍색·다

홍색·보라색·등청색 등의 형형

색색 무궁화가 만개한다. 뿐만 아

니라 한국 고유 수종과 야생화 단

지, 야외 학습장, 계단식 관찰로, 

그림가벽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황악산을 배경으로 직지문화공원과 직지사에 이어 찾아 볼 수 있는 관광 코스로 김천을 찾는 관광

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인근에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과 백수문학관이 위치하

고 있어 연중 찾는 이들이 많다.

소재지 : 대항면 운수리 239-1 

자산공원

1976년 모암산·자산 일대 10만 

3,805㎡ 부지에 근린공원으로 지

정된 후 2층 8각의 누각인 자운

정이 건립되고 충혼탑과 반공영

령기념비가 세워졌다. 조성 면적

은 13만 5,000㎡에 달한다.

기와 정자인 자운정, 충혼탑, 반

공영령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화

장실 1개소, 체육 시설 7종 17점, 

평의자 43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민들에게 성내공원으로 불리

기도 하며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공원 충혼탑에서 시민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한다. 2010년에는 ‘시가 있는 오솔길’이 조성되어 시

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재지 : 성내동 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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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옛 금릉군 청사 자리에 조성된 공원이다. 김

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으로 금릉군 청사를 

헐고 그 부지에 3,900㎡ 규모로 1998년 12

월 조성했다. 

공원 내에는 2002년 3월에 준공하고 2010

년 2월에 증축한 연면적 2,121㎡에 지상 

4층 규모의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

리 잡고 있으며 건물 3층에는 문화의 집이 

있다. 또한 2009년 8월에 준공한 연면적 

2,233㎡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중앙

보건지소도 위치하고 있다. 

편의 시설로는 화장실을 비롯하여 파고라 3개소, 사각정자 2개소, 평의자, 등의자, 원형 의자, 단

식 의자 등 총 37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조경 수목으로는 소나무 54그루, 느티나무 12그루, 

왕벚나무 2그루, 산수유 2그루, 목련나무 2그루, 미키목 3그루, 홍단풍 8그루, 관목류 9,550그루 

등 총 9,633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소재지 : 중앙공원1길 16 

강변공원

과거 직지천 상류 지역에 축산 농가가 산재

해 있어 악취 발생과 수질 오염이 심화되어 

시민들이 찾지 않던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

하여, 2001년 8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직지천 하류에 위치하며, 조성 면적은 3만 

4,100㎡이다. 공원 내 저수호안으로 어소형 

블록을 설치하여 어류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

는 등 생태계 복원 및 호수공원으로서 전경

이 수려하다. 

직지천 최하류인 감천의 합류 지점부터 조각공원을 거쳐 강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및 건강

달리기 길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강변공원 내에는 시민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운동 기구 

7종 13점과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다목적 광장, 야외 소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

실, 음수대, 분수 4대, 파고라 13개소, 의자 80개가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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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받은 수목류와 돌을 이용한 그늘, 공원을 가로지르는 인공 수로 및 수변 조경 등 자연 친화적

인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체력 단련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소재지 : 강변공원길 169 

하야로비 공원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대 143,695㎡ 규

모로 2011년부터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완료 예정이다.

하야로비 공원은 김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대 문화권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문화박물관, 평화의 탑, 한옥체험마을, 치

유의 숲, 공공편익시설 등을 도입해 체류형 

관광시설로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문화박물관은 전통문화와 역사문화자원 관

련 자료를 전시할 뮤지엄샵, 세미나실, 학예연구실, 사무실, 전시실 등을 갖춰 연면적 5,230㎡에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건립된다.

공원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평화의 탑’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직지사 5층 목탑을 복원해 지상 5

층 높이 40m, 연면적 2,100㎡ 규모로 제작된다.

‘전통한옥촌’과 ‘문화체험촌 ‘건강문화원’, ‘솔향다원’도 운영해 전통한옥 숙박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상의학, 전통다례·다식, 약초 등 건강, 문화, 치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옥촌 주변에는 

피톤치드가 풍부한 소나무, 편백나무 등이 식재된 ‘치유의 숲’을 조성해 정서안정과 심신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소재지 : 대항면 운수리 92

생태공원

대항면 운수리 백수문학관 뒤편에 위치해 

있다. 200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2012년 1차분 공사를 착공했으며 

2014년 10월 1차분 공사가 준공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2월 총괄 공사 준공될 예

정이며,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간

다는 계획이다.

소재지 : 대항면 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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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폭포

양천동에 있는 인공 폭포이다. 높이 

31m, 폭 24m, 길이 10m 규모로 고

성산 끝자락 바위 절벽에 2000년 3

월 조성되었으며, 하단 저수조에 할

미바위가 솟아 있다. 양금폭포가 들

어선 자리는 김천의 대표적인 전설

인 할미바위와 사모바위 전설에서 

신부를 상징하는 할미바위가 있던 

곳으로, 남쪽 지방에서 김천으로 들

어오는 관문이었다. 예부터 할미바

위는 많은 사람들이 금줄을 치고 소원을 빌었고, 특히 아들 낳기를 원하는 여성이 돌을 던져 올리

던 득남 기원 바위로 유명했다. 할미바위의 전설이 서린 거창 방면 국도 3호선 변에 쉼터를 조성

하면서 주민들을 위하여 천연 암벽에 물을 끌어올려 인공 폭포를 조성한 것이다. 주변의 자연 여

건을 활용해 파고라, 벤치, 화장실 등 주민 휴식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인공폭포는 장전폭포, 청암사 경내 여신폭포, 벽천폭포, 직지문화공원 내 폭포 등이 있다.

소재지 : 양금로 137

7. 농촌체험·정보화 마을

양각자두마을

구성면 양각리에서 운영하는 농촌 정보화 마을이다. 2002년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었고, 2003년 

6월 개소식을 했다. 양각자두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농어

촌에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상

거래 등 콘텐츠를 구축함으로

써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

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주

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2002년 행정안정부가 주관하

는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었다.

양각리는 자두, 포도, 배, 사

과, 콩, 메주 등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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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특히 양각자두는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서를 획

득했고 친환경 품질로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 승인을 획득해 마을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양각리는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하여 과일 농사를 많이 지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자두는 

빛깔과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에 착안하여 김천 최고의 정보화 마을로 자리매김하고자 양각

자두마을로 명명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이후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주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개별 생산에 따른 품질 차이와 배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선별, 공동 출

하, 전용 박스 및 포장재 개발 등으로 양각자두의 품질 개선과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그

리고 도시민들에게 민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특산물 재배, 수확 등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두따기 등 각종 체험과 연계해 숙박할 수 있는 다목적체

험센터도 건립했다.

소재지 : 구성면 양각길 202

반곡포도마을

대항면 대룡리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정보

화 마을이다. 2005년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

었고, 2006년 3월 개소식을 했다. 

포도특구지역인 반곡포도마을은 뛰어난 재

배 기술력으로, 재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

과 씨 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에도 매혹적인 빨간 포도 등 다양한 품

종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대규모 

포도 단지이다.

포도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시설 설치, 포도 묘목 생산, 포도 선형 유지 등 최고급의 기술력을 보

유해 전국 각지의 포도 농가들과 외국인 새마을 연수단이 견학을 다녀가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하는 탑 프루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각종 미생물 효

소제 등을 사용하여 맛과 당도가 뛰어난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뒤 주민들의 의지가 바탕이 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민 유

치를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유흥 위주의 기존 대중 관광과 차별성을 띤 건전하고 이

색적인 농촌 문화 체험 관광단지로 거듭나고자 김천포도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재지 : 대항면 대흥1길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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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옛날솜씨마을

증산면 평촌리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

을이다. 2003년 10월 23일 농촌전통 테

마마을로 지정되어 각종 체험 시설과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약 2,644㎡ 터에 조

경 시설, 휴식 공원, 야외 공연장, 주차

장을 마련했다. 

시내에서 34㎞ 떨어져 있어 약 40분 정

도 걸리는 비교적 먼 곳이지만 산업 시설

이 없는 청정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휴식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연중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두부 만들기, 가마솥 찐빵 만들기, 짚풀 공예가 이루어지고 농경유물

전시관을 운영한다. 

계절별로는 봄에 산나물 채취, 고로쇠 물 및 약단술 시음, 여름에 황토 염색, 수도계곡 물놀이, 옥

수수 및 고추 따기, 가을에 메뚜기 잡기, 새총 만들기, 농산물 수확, 겨울에 고구마 구워 먹기, 썰

매 타기, 팽이치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옛날 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약단술, 석감주, 감자 부각, 팥죽, 찹쌀수제비 만들기와 특산물 요

리 체험, 마을에서 방목한 염소 코스 요리 체험, 가공 식품 체험, 들국화 차 시음 등을 실시한다. 

소재지 : 증산면 수도길 69 장평노인회관

8. 전시관

녹색미래과학관

혁신도시 내에 건립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은 2012년 5월 착공해 2014년 5월에 완공

되었으며, 9월에 개관했다. 1만 6,500㎡의 

부지에 연면적 7.37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그린에너지 전문과학관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닫

고, 녹색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과학관은 야외 체험장, 전

시장,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

관, 4D영상관, 신재생에너지체험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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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2015년 무한상상실 신규 운영기관 공모에서 경북 

지역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무한상상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보고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 공

간으로, 녹색미래과학관 4층에 설치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Maker활동지원에 힘쓰고 있

다. '미래를 꿈꾸는 아이디어 세상'을 주제로 3D프린터 활용, 말랑말랑SW교실, 생활Maker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재지 : 혁신6로 31 

부항댐 물문화관

김천부항댐 물문화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

시실, 디지털아쿠아리움, 비상상황체험실, 생

태동굴탐험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전

망대에 올라가면 한눈에 부항호반의 아름다

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물문화관은 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

을 일반에 개방하여 도예, 사진, 서양화 등 각

종 전시회와 지역 예술인 초청강연회 등을 개

최하고 있어 지역 예술문화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견학과 체험학습, 체험캠프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K-water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발레,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했고, 앞으

로 물문화관이 문화·예술·공연의 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지 : 지례면 부항로 195

에너빅스 김천 태양광 전시관

어모면 옥계리에 위치한 김천태양광

발전단지 홍보전시관이다. 입구에는 

‘에너빅스 김천 태양광 전시관’이라

고 쓰여 있다. 중앙으로 연결된 입구

는 둥근 형태이고, 2층으로 이루어

진 건물이다. 

소재지 : 어모면 옥계리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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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 관련 시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과일의 천국인 김천시의 

특색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

술을 보급함으로써 김천의 뿌리인 생명산

업 농업을 발전시켜 부자 복지농촌을 만

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포도

와 자두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김천농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김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농정을 펼치

고 김천농업의 체질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농경유물관, 농촌생활교육관, 농기계임대은행, 토양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 조

직배양실, e-비즈니스교육장, 씨감자생산지원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과수꽃가루은행, 환경

조성용 꽃묘포장 등이 있으며,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여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 6월 현 위치로 이전했다. 16만 5,289㎡ 부지에 350억 원이 투자되는 농

업테크노파크 중 1차적으로 완공해 준공식을 가진 신청사는 2층 건물에 5층 높이의 전망대를 겸

해 연면적 3,607㎡으로 건립되었다. 

소재지 : 남김천대로 3296-22 

농산물도매시장

과거 농산물도매시장이 노후화된 시

설, 도심지 위치, 교통체증 유발, 장소 

협소 등 제반 여건 취약으로 인해 도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지

난 2003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설계로 총 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8,182㎡ 부지에 경매

장과 2층의 관리동으로 구성된 초현대

식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 2006년 5

월에 개관했다.

그 후에도 늘어나는 농산물의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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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2008년 6월에 662.4㎡를 증축하여 출하 농가에 편의을 제공하고 있으

며, 2009년부터 경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 경매

를 실시하고 있다.

신축 이전과 전자경매 제도 도입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책

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화 시설로 지역 농산물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상거래 질

서 확립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재지 : 환경로 124

김천노다지장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김천노다지장터

(www.gcnodaji.com)는 온라인 사이트상에 

김천시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의 입

점을 통해 우수 농축산물을 중개 홍보하는 전

자 상거래 장터이다.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경제

적 이익을 주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

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유통 단계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3개월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설했다. 쇼핑몰에 개별 농가 단위로 상점을 입점

시켜 개별 농가가 상품 판매를 위해 직접 운영·관리하고 관련 비용이나 법적 문제 등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련 농가들이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함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쇼핑몰 운영

상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있다.

김천노다지장터 홈페이지는 농가 홈페이지, 농가 소개 접근 콘텐츠, 웰빙 농산물 목록, 오늘의 추

천 상품, 체험·분양 농가, 커뮤니티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축제 및 이벤트

김천국제가족연극제

2003년부터 매년 여름 전국가족연극제를 개최하며 연극의 저변을 확대해오다, 그동안의 운영 노

하우를 바탕으로 제11회 대회부터는 국제가족연극제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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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문화행사로는 드물게 

국제무대를 지향하고 있어 지방

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

층을 확보하는 등 연극의 새로

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연극제는 김천시

가 주최하고, 김천국제가족연극

제추진위원회와 영남일보가 주

관하여, 김천문화예술회관과 김

천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13회 대회인 2015년 김천국제가

족연극제는 ‘연극, in happy’를 주제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2일간 열렸다. 

캐나다, 스페인, 중국, 인도 등 외국 극단과 국내 극단 초청작 등 총 47편(경연 11편)이 무대에 올

랐다. 특히 국제 연극계에서 교육연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캐나다 극단들의 작품 3편이 무대에 올

라 연극인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극제의 학술적인 가치도 높아진 게 특징이었다.

김천국제행위예술제

2001년 김천국제행위예술제(KIPAF)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국제행위예

술제 조직위원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천지부가 함께 주관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1

일까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과 김천역 광장에서 제1회 김천 국제 행위 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행위 예술을 통해 대중

과의 교감을 얻고자 기획되었

다. 

제1회 예술제는 ‘2001 겨울 

영남제일문’을 주제로 국내 작

가 15명(팀)과 국외 작가 9명

(팀)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으

며 김천 지역 미술 작가 15명

이 참가했다. 댄스스포츠, 김

천예술고등학교 팀, 김천코스

프레 팀, 경북과학대 팀의 공

연도 이루어졌다. 소규모 도시

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공연



제4편 테마히스토리   569

김
천
의 

이
모
저
모

에 참관 인원이 1만 명을 넘었으며 생소한 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0년 제

10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는 강변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제야의 종 타종식

제야의 종 타종식은 김천시의 번영

과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희

망의 새해맞이 한마당 축제로 시민

들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

고 있다. 1999년 10월 시민대종 건

립을 계기로 시 승격 50주년과 새로

운 천념 맞이를 기념하여 제야에 시

민대종 종각에서 타종식을 가진 것

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12월 31일 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

장에서 송년 음악회가 끝남과 동시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시작된다. 식전 행사로 지신밟기, 댄

싱 공연, 부채춤 등의 공연을 하고 본 행사로 염원의 촛불 나누기, 타종식, 신년 메시지가 진행된

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빗내농악경연대회

빗내농악은 3세기에 멸망한 삼

한시대 소국 감문국의 군사활동

에서 유래됐다. 1945년 광복 이

후 한때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

승만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82년 재발굴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빗내농악의 전통을 이

어가기 위해 2년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열고 김천의 모든 풍

물패가 모여 기량을 겨룬다. 제1

회 빗내농악경연대회는 2004년 11월에 열렸다. 풍물패들은 김천시민체전 때에도 공연을 선보이

며 빗내농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제5회 빗내농악경연대회는 2014년 11월 11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열려 각 읍·면·

동의 농악팀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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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영화제

가족영화제는 가족 간의 유대를 

높이며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피서문화를 만들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가족

영화제는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 

등을 직접 찾아가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준다.

가깝고 익숙한 동네공원에서 가

장 편안한 자세로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최신 인기 영화

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16년 8월에는 부항댐 산내들공원과 강변공원에서 상영된 영화제에도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열대야 속 무더위를 이겨냈다.

삼도 문화가족 친선화합대회

삼도봉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상

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각 문화

원의 임직원 및 회원들 간에 친

목을 도모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 

삼도 문화가족 친선화합 대회는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기 전

인 1994년까지 금릉문화원도 포

함되어 매년 함께 치르다 1995

년 금릉문화원의 폐원으로 중단

되었던 것을 2001년 다시 개최

했다.

매년 무주문화원, 영동문화원, 김천문화원 순으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초기에는 주로 제기차기, 윷놀이, 줄넘기 등 민속놀이 경연과 장기자랑이 열리

며, 최근에는 장기자랑, 문화 유적 답사 및 문화 체험 위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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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나이트투어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으로 대표되

는 김천의 관광 자원을 배경으로 문

화 체험 행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

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가족 관

광 문화의 확산으로 주말을 이용한 

야간 관광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후원으로 김천문화원이 주관하여 연

중 운영되고 있다.

2008년 5월 31일 첫 행사를 시작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프로그램은 행사 일

정 안내와 전통 혼례 체험, 짚신 신고 직지사 여행, 포도 송편 시식과 차 시음, 꼬마 연등 만들기, 

탑돌이, 보물찾기, 주먹밥으로 저녁 식사, 김천 와인 시음, 시낭송 감상, 춤추는 음악 분수쇼 감

상, 참가자 어울림 마당 등이 

진행된다. 

김천자두·포도축제

대항면에서 매년 7월 중순부

터 8월 초까지 열리는 포도와 

자두 판매 및 홍보 행사이다. 

1996년에 김천포도축제가 처

음 개최되었는데, 전국 최대

의 포도 생산지로서의 위상

을 정립하고 포도 산업 발전 

및 현장 체험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99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포도 관련 기획 행사, 포도왕 선발대

회, 포도 품평회 등 포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2001년부터는 전국 자두 총생산량의 19％에 해

당하는 6만 4,410톤을 생산하는 전국 최고의 자두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

론에 따라 김천 포도와 자두를 판촉·홍보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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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최하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200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자두를 홍보하는 프로그

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성,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 ‘축제’라는 이름

을 버리고 ‘김천 포도·자두 판매 및 홍보 행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김천자

두·포도축제’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행사에서는 포도잼, 포도주, 포도캔류 등 포도가공식품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봉, 캠

벨, 다로렛 등 15개 품종이 전시되며,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품평회도 열린다.

축제 관람자들은 포도알 멀리뱉기, 포도구슬 빨리꿰기, 포도먹고 달리기, 포도의 품종·효능 알

아맞히는 포도척척박사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시민화합한마당에는 포도 및 관련식품의 시

식회와 먹을거리 장터가 운영되고, 초청 인기가수와 탤런트가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시민 즉

석장기자랑도 열린다.

황악산산채음식축제

천년고찰인 직지사 주변의 수려한 자

연경관과 함께 황악산 자락에서 자란 

고사리, 두릅, 취나물 등 각종 산나물

과 더덕, 버섯류 등의 향토음식을 산

채음식축제로 승화했다.

산채음식전시관람 및 산채음식시식

회, 연예인축하공연, 전국산채요리경

진대회, 더덕까기 대회, 도토리묵 먹

기대회, 산채음식사진전, 산채음식

체험코너 운영, 황악산가요제, 농·

특산물직판장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

를 개최했다.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는 

2005년 제6회 행사를 끝으로 더 이

상 열리지 않고 있다.

황금시장 양념축제

황금시장에서  2004년부터 매년 11

월에 열고 있는 양념축제이다. 황금

시장 양념축제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 시식과 배추, 젓갈류, 고추, 마

늘 등 김장 재료를 특가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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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금시장의 이미지 향상과 홍보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부 그림 그리기 공모, 우수작 전시, 

전통 시장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초청 가수 공연, 즉석 노

래자랑, 경품권 추첨 등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안녕기원대제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무사 안

녕을 기원하는 제례이다. 

1957년 제1회 김천문화제 때 문

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남산공

원에서 열린 서제(序祭)로 시작

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매년 김천문화제의 첫 행사로 

김천시장, 김천교육장, 김천경

찰서장, 김천문화원장이 제관으

로 참여한 가운데 남산공원에서 

개최되어 오다 1972년부터 향토기원제로 명칭을 변경해 김천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998년 다시 시민안녕기원대제로 개칭해 김천시장, 김천시 의회의장, 김천문화원장이 제관으로 

참여해 남산공원과 김천시민 대종각에서 개최해 오다 2008년부터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으로 자리를 옮겨 매년 10월 15일 김천시민의 날에 열리고 있다.

김천예술제

매년 10월 시내 일원에서 예술

문화단체들이 솜씨를 선보인다. 

문인협회의 문예백일장, 음악협

회의 학생음악경연대회는 관현

악, 리코더, 피아노 경연, 국악

협회의 전국국악경연대회, 미술

협회의 미술실기대회와 서예공

모전, 연예협회의 시민가요제와 

청소년가요제, 사진협회의 시민

사진촬영대회, 연극협회의 김천

동화구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제1회 김천예술제는 1993년 9월 개최되었으며, 당시에는 4개 분과에 불과했다. 현재는 한국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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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단체총연합회 김천지부가 주최하고 산하 7개 협회 주관하며, 김천시와 경상북도 김천교육청

이 후원하고 있다.

김천예술제의 기원은 1957년 김천문화원의 전신인 김천문화의집 주관으로 개최한 제1회 김천문

화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던 김천

시 고유의 종합 문화 축제였다. 1998년에 김천 문화 예술제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가 다음해인 

1999년 제43회를 끝으로 중단되었으나, 지역 최대의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깊은 산,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정

골 증산에서 열린다. 고로쇠 수액은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비타민

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몸속의 각

종 노폐물 배출, 위장병 등에 효과

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부터 매년 3월에 열리는 고

로쇠축제는 고로쇠 시음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특산물 시

식,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를 펼친다. 

난타공연, 풍물농이 등 식전행사와 고로쇠 물 시음회, 고로쇠 물 빨대로 빨리 마시기 대회, 고로

쇠 깜짝 경매 등의 본행사와 축하공연, 노래자랑대회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자두꽃축제

온 들녘이 자두꽃으로 하얗게 변하

는 4월에 이화만리마을에서 축제가 

열린다. 2011년부터 매년 4월에 열

리기 시작한 자두꽃축제는 달콤한 

가루를 뿌린 듯 휘날리는 자두 꽃송

이와 함께 일주일간 열린다. 첫날 

개막식과 개막공연에 이어 자두꽃길 

체험(꽃길걷기, 자전거 타기), 자두

꽃 그리기, 자두 체험 프로그램(자

두도자기, 자두비누, 자두꽃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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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목공예, 자두음식), 먹거리 장터(자두꽃비빔밥, 자두꽃국수, 자두꽃 부침개, 자두막걸리) 등

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김천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도 운영한다.

11. 프로스포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한국

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이 

2015년 5월 김천시와 ‘한국도

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 연고

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김

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했다. 

한국도로공사배구단은 1970

년 4월 국내 최초의 여자실업

배구단으로 창단했으며, 제16

회 박계조배 대회, 전국남녀

실업연맹전, 제58회 전국체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을 휩

쓴 명문이다. 

2005년 여자프로배구 출범 때 구미시를 연고지로 했으나, 2010년 본사가 위치한 성남시로 연고

지를 옮겼으며, 구단 명칭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으로 바꾸었다. 

2012-2013 V리그 우승 이후 3년 연속 우승을 거머쥔 명문 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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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김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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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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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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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 외

모암동 주거지 

모암동 주거지 유적은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3~4세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해발 약 

106m의 나지막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직지천(直指川)이 서에서 동으로 굽어

들면서 감천(甘川)과 합류하는 지점이다.

모암동 주거지 유적 주변에는 부곡동·평화동·성내동·신음동·교동·덕곡동 고분군(古墳群)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모암동 주거지 유적에서는 삼한

시대~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44기, 수혈 8기, 기유구 2기, 주혈군 2기, 삼국시대 석실 3기, 

석곽 12기, 통일신라시대 골호(骨壺) 1기, 고려시대 석곽묘 6기, 시대 불명 석실 1기, 석곽 1기, 

고려~조선시대 목관[토광묘] 64기 등 모두 146기가 조사되었다.

소재지 : 모암동 94-18번지 외 18필지 

감문국 궁궐터

감문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231년 이찬 석우

로를 대장군으로 하는 신라군이 감문국을 토벌하고 그 지방을 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현재 개령면 동부2리에 있는 유산 밑 북쪽 일대가 옛날 삼한시대의 감문국 궁궐터라 전한다. 『동

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조선 전기까지 이 지역에 감문국 때의 궁궐터와 감문국 왕인 김

효 왕릉 및 장부인의 묘로 전하는 장릉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감

문국 궁궐의 초석으로 전해져 내려온 돌이 양천리 유동산 북쪽 밑에 있는 민가에 1969년까지 있

었다고 한다.

소재지 : 개령면 동부리

삼성리 고분군

삼성리 고분군은 감문소국(甘文小國)의 고지(故地)로 알려져 있는 개령면 중심지에 위치한 삼국시

대 주고분군 외곽의 하위 고분군에 해당한다. 

김천역에서 서북쪽으로 14.6㎞ 정도 떨어져 있다. 감문면 삼성리 오성마을 뒷산 해발 166m 내외

인 정상부와 감문초등학교 뒷산의 완만한 경사지 일대에 분포한다. 이 일대는 감천의 지류인 외현

천(外現川)의 상류 지역으로 고분군의 전방에는 외현천의 범람으로 인한 곡간 충적지와 계곡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형성된 선상지가 결합하여 비교적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봉토분의 분포 양상, 내부 구조의 장축 방향, 판석조 벽체 그리고 산포 유물로 미루어 5~6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김천 지역 내에서는 중규모에 해당하는 고분군이다. 봉토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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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판석조 수혈식 석실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 지표 아래에는 작은 할석조(割石造)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성마을 뒷산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은 봉분의 직경이 약 10m, 높이 1~1.2m로 규모는 영남 

지방에서 중형급에 속하나 일대에서는 비교적 큰 고분에 해당한다. 봉분 중앙부는 도굴로 인해 

훼손되었다. 내부 구조는 석실의 장벽을 구성한 판석 일부가 노출되어 판석조인 것은 알 수 있

으나 벽석의 높이는 알 수 없다. 노출된 판석 1매는 너비 155㎝, 두께 28㎝ 내외로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감문초등학교 뒷산의 완만한 서쪽 경사면에 분포하는 고분 4기도 판석을 이용하여 내부 공간의 

벽체를 쌓은 구조로 봉분의 직경이 7~9m, 높이가 1m 정도 되는 고분들이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장벽이 5~6매,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사용했으며, 공간 규모는 길이 3.7m, 너비 

0.96m로 장방형이다.

소재지 : 감문면 삼성리

양천리 고분군

양천리 고분군은 신라시대 고분군으로 김천역에서 동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9.5㎞ 떨어져 있으

며, 그 좌측에 동부리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개령면 양천리 양천마을의 양천교회 북편의 구릉 일

대에 분포하며, 배후에는 감문산성이 위치하고 전방에는 감천 유역의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

다. 현재 남아 있는 고분과 토기편의 산포 상태로 보아 비교적 나지막한 능선과 사면에 고분군이 

폭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하나의 대규모 고분군이지만 능선을 따라 구분된 행정 경계선으로 인해 동쪽은 양천리 고

분군, 서쪽은 동부리 고분군으로 부르고 있으며 서부리 고분군 역시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양천

리 고분군은 이 세 고분군 중 동북으로 흐르는 감천의 하류 부분에 해당한다.

동부리 고분군과 경계를 이루는 능선의 양천리 376-1번지에 위치한 고분 1기가 철책으로 둘러져 

있으며, 모서리의 틈을 통해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내부 구조는 능선 주향과 직교하는 등고선 방

향으로 장축을 둔 장방형의 판석조 구덩식 돌방무덤(竪穴式石室墳)이다. 바닥에 유입토가 쌓여 상

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벽은 판석 3매씩, 단벽은 판석 1매씩을 세웠고 개석은 판석 3매로 덮

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판석이 형태가 정연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의 틈에는 작은 할석을 

보충하였다. 내부 공간 규모는 길이 2.5m, 너비 1.2m, 높이 1.2m로 판석조 공간 구조로서는 비

교적 작은 편이다.

그 밖에도 고분 2기에는 도굴로 인해 내부 구조의 일부가 드러나 있으나, 그중 1기의 내부 구조

가 길이 약 3m, 너비 약 1m인 판석조 구덩식(竪穴式)이라는 점만 알려져 있다. 일대의 지형과 산

포된 토기편으로 보아 원래는 현재의 봉분 외에도 능선부의 전역 및 사면에도 많은 고분들이 있었

고, 지표 아래에 석실 하부만 남아 있거나 소형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이 적지 않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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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6년 양천리 376-1번지의 고분에서 금제 귀걸이, 화살통 장식,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국

립대구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소재지 : 개령면 양천리 양천마을

예지리 고인돌군 

청동기시대의 분묘군이다. 예지리 고인돌군도 김천 지역의 일반적인 고인돌과 같이 배후의 산지

를 배경으로 충적지의 주변부에 고인돌이 축조되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2기의 고인돌 중 서쪽 고인돌은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아 지표 아래의 하부 구조는 물론 지석의 유

무를 알 수 없으며 지표상에 상석만 관찰된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서

북-동남향으로 전방의 직지천이 흐르는 방향과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규모는 길이 2.7m, 너비 

2.2m, 높이 1.2m로 비교적 큰 상석에 해당한다.

동쪽 고인돌도 지표 아래의 하부 구조는 물론 지석의 유무를 알 수 없으며 지표상에 상석만 관찰

된다. 상석의 상당 부분이 깨어져 나간 상태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향으로 전방의 직지천과 대

체로 병행하는 상태이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1.6m, 너비 1.05m, 높이 0.7m로 서쪽 고인돌에 

비해 아주 작은 편이다. 현재 상석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원래의 평면 규모는 현 상태보다는 더 

컸다고 할 수 있으나 높이는 원래부터 납작한 판석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지역에서 시기를 

가늠할 만한 석기나 토기편이 확인된 바는 없다.

예지리 고인돌군의 전방에는 직지천변의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배후에는 구릉지가 발달해 

있어 취락 형성에 매우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예지리 고인돌군 외에도 주변에 청동기

시대 취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양호한 입지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삼락

동 고인돌 및 신리 고분군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소재지 : 봉산면 예지리 694-4 

교동유적지 유물

교동과 삼락동에서 출토된 토기와 자기 등 생활 유물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군기 터 

등이 있던 곳이다. 김산군(金山郡)의 객사와 관아가 여러 차례 소실과 중수, 이건, 중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폐기되었거나 인위적으로 파묻어 놓은 유물들이 

출토된 것으로, 또한 건물 터보다 훨씬 이전인 선사시대 유물도 출토되었다.

선사시대 유물로는 무문 토기와 홍도·지석(砥石) 등이 출토되었고, 고려시대 유물로는 청자와 흑

갈유(黑褐釉) 토기·고려 백자·수막새·암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시대 

유물은 분청자, 백자, 청화 백자, 수막새, 암막새, 부전(敷塼), 옹기, 어망추, 방추, 동전, 용도 미

상의 철기류 등 2,059점의 대표적인 유물이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수십 톤에 이르는 유물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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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지 아래에 매몰한 후 상부에 안내 표지석을 세워 두었다.

교동 유적지 유물은 분묘나 일반 건물 터가 아닌 지방의 중심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아와 객사 등

의 대규모 건물 터와 그 주변부 생활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유물들이라는 데 특징이 있

다. 시기적으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유물들이 대부분이며, 문헌상 김산군의 관가 건

물이 가장 번성했던 15세기 후엽의 고급 분청자와 백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희소한 제기용의 

특수 제품 혹은 관아 건물의 안녕을 비는 진단구(鎭壇具)나, 군수처럼 출세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관아 담장 혹은 마당에 몰래 묻은 태항아리 등도 출토되었다.

2. 태실터

정종대왕 태실터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조선시대 정종의 어태(御胎)를 안치했던 곳으로, 직지사 대웅전 북쪽 뒷산 

해발 100m 남짓한 야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외형상으로 삼각 형태의 전형적인 태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춘 1등지 태봉이다. 정종(1399~1400 재위)은 자신이 즉위한 원년에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던 태실(胎室)을 사두혈(蛇頭穴)의 명당으로 이름난 직지사 대웅전 뒤 북봉에 안치하

고 직지사를 태실을 수호하는 수직(守職) 사찰로 지정했다. 이후 왕실과 직지사의 보호를 받아오

다 1928년 일제강점기 때 태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미명 아래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38번

지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겼다. 이후 직지사 정종대왕 태실 터는 방치되고 중동석과 지주석은 직

지사 경내에 흩어졌다.

정종대왕 태실 터는 ‘태봉’이라고도 하며 1변 740~760㎝의 방형 태실 터의 흔적만이 남아 있

다. 이곳의 유물은 경내에 옮긴 팔각 태실과 청풍료 앞의 난간석(欄干石) 등이 있다. 난간석을 

이루는 기둥은 상부를 원추형으로 다듬고 3단으로 된 테두리는 돋을새김하고 마지막 단은 연주

문(聯珠文)으로 처리하였다. 기둥 양옆은 난간을 가로지르는 횡죽석(橫竹石)을 얹을 수 있도록 

돌기되어 있다.

소재지 : 대항면 운수리 216 

숙명·숙경공주 태실터 

조선시대 효종의 3녀 숙명(淑明), 6녀 숙경(淑敬) 두 공주의 태를 안치했던 곳이다. 속칭 활람마을 

뒷산인 궁을산(弓乙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숙명·숙경 공주의 태실은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태실이 조성되었던 종전의 관례를 깨고 두 공주

의 오빠인 18대 임금 현종 즉위 원년인 1660년에야 쌍분으로 조성되었다. 두 공주의 태실이 늦

게, 그것도 쌍분으로 조성된 것은 태실 조성에 따른 여러 문제를 왕실에서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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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일제강점기 때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태호가 이전된 이후 방치되어 현재는 태를 묻었던 

구덩이 두 개만 남아 있다.

1920년대 말 태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숙명·숙경 두 공주의 태호에서는 

1개와 2개의 금종이가 각각 함께 출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40년대까

지 비석과 석함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정상 주변으로 노송들이 일부 남아 

있어 태봉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따름이다. 숙명·숙경공주 태실의 관리는 인근 사건점산(沙件岾

山)에 있었다고 하는 궁곡사(弓谷寺)가 수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재지 : 지례면 관덕리 산52 

3. 성지(城址)

감문산성지

감문산성(甘文山城)은 삼한시대에 높이 239m의 감문산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이다. 산정(山頂) 

둘레와 동북쪽 능선을 따라 축조된 토성(土城)의 흔적이 있다. 장축 방향은 남북으로 길이 200m, 

높이 2.5m, 폭은 10m이다. 동쪽 성 밖은 급경사를 이용했다. 성의 동남쪽 10여m 지점에는 본성

의 외성으로 보이는 토성이 20m 정도 구축되어 있다. 취적봉(吹笛峰) 정상은 남북으로 길쭉한 타

원형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봉수지(烽燧址)로 추정되는 돌을 쌓은 구조물이 남북으로 일직선

상에 5개가 있다. 취적봉의 평평한 대지가 남아 있고, 그 내부에서 삼국시대 와편(瓦片) 몇 점이 

나왔다.

감문산성은 주로 감천과 인근 지류 등 수로와 내륙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전시에는 길목에서 적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달을 주

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재지 : 개령면 동부리 산9번지 일원

고성산성지

부곡동과 양천동 사이에 솟은 고성산은 김천 시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482m이다. 성지는 

정상에서 동쪽 양천동을 향해 50m쯤 내려온 지점과, 서쪽 원동마을 뒤 성골에 석축성(石築城)이 

남아 있다. 높이 약 2.5m, 길이 50m로 중간 부분은 끊어진 상태이다. 

외벽은 석축을 하고, 내벽은 잡석을 채웠다. 성벽의 위쪽은 평탄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동 가능

하도록 했다.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정상에서 30m 정도 내려온 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성

벽의 형태를 갖춘 석벽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동쪽에 있는 성 바로 밑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는 몇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굴이 있다.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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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초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망적굴(望敵窟)이라 한다. 

소지재 : 양천동 산25-1번지 일원

고소산성지

고소산은 감문면 문무리와 어모면 구례리 사이에 있는 해발 362m의 산이다. 문무리 마을의 서편

을 감싸며 남주(南走)하는 백운산 자락 해발 330m 구릉 일대와 그곳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가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고소산성은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된다. 고소산성은 포곡식 산성(성 내부에 계곡을 포용하고 있는 

형태로,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한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5㎞ 정도이다. 아래 부분에 석축(石

築)한 곳이 500m이고 나머지 정상부 쪽으로는 토축(土築)을 했다. 전체적으로 석축은 계곡을 포

함하여 80㎝×50㎝×30㎝ 정도로 허튼쌓기를 했다. 성내는 완만한 경사의 계곡을 이루나 성 밖

인 북·서쪽은 급경사를 이룬다. 토성(土城)은 폭 4m, 높이 1~1.5m이다. 정상의 북동쪽 정면으

로 장대지(將臺址)가 확인된다.

문무동 마을 사람들은 속문산성을 숫성, 고소산성을 암성이라고 부른다. 옛날 장수 부부가 있어 

숫성은 남편 장수가, 암성은 아내 장수가 하루아침에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고소산성은 남북 방향의 구 교통로로 추정되는 문무리에서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로 넘어가는 고

갯길과 서쪽의 구례리에서 상주와 김천으로 통하는 곡간 대지의 길목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이들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관리, 그리고 유사시 산성에 입보하여 일대를 방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구

축된 산성으로 보인다.

소재지 : 감문면 문무리 산69번지 일원

속문산성지

해발 618m의 백운산(百雲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백운산은 예전에 속문산으로 불렸다. 속

문산성(俗門山城)은 감문면 문무리와 송북리 사이 속문산 600m 지점에 축조된 산성으로 삼국시

대 성으로 추정된다. 백운산 정상에 능선을 따라 축조된 산성은 동북으로 길쭉한 말각 삼각형으로 

북서에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동쪽까지는 석축과 토축을 혼용했다. 동에서 북쪽까지, 즉 

성북마을이 있는 쪽은 자연 절벽을 이용했다. 

성의 둘레는 800m이다. 성벽은 아래쪽의 석축이 350㎝, 위쪽의 토축이 250㎝이지만, 축성된 부

분은 500m 정도이다. 

소지재 : 감문면 송북리 산1번지 일원

국사봉 여산성지

국사봉은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서북쪽,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와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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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해발 875m의 높이다. 

여산성은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된다. 포곡식 산성으로 예서마을 뒷산인 해발 560m 정상을 중심

으로 서쪽 능선을 따라 성벽의 흔적이 보인다. 정상부는 석축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폭 

2.5m, 높이 2m 정도이다. 상당히 많이 무너졌음에도 성벽의 형태는 남아 있다. 

성의 동쪽은 급경사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성의 폭은 1~2m, 외벽의 높이는 5m 

정도이다. 축성 방법은 내벽과 외벽을 돌로 쌓고 가운데를 흙으로 채우는 협축법(夾築法)을 사용

하였다. 성의 전체 둘레는 1.5km이다.

임진왜란 때 이일(李鎰) 장군이 가토 기요사마[加藤淸正]의 15만 군을 맞아 싸우다가 패한 곳이라

고 한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한 전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 남매가 누이동생은 돌을 나르고 

오빠는 그 돌로 성을 쌓는데 성을 다 쌓았다는 오빠의 기별을 듣고 누이가 치마에 싼 돌을 도중에 

버렸더니 돌무덤이 되었다. 그 돌무덤이 있는 들을 돌너들이라 하고 그 성을 여성(女城) 또는 치

마성이라 한다. 『경상북도읍지』 「지례현읍지」 편에는 이 성을 여산성(女山城)으로 적고 있다.

소재지 : 대덕면 대리 산32번지 일원

주치산성지

주치산(일명 덕산재)은 대덕면 덕산1리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부평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주

치산성은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되며, 주치산 정상 남쪽 능선 상에 있다. 부항령 성지와 어전령 성

지와 거리는 각각 4㎞, 1㎞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주치산 정상에서 남북으로 능선이 이어

져 해발 1,290m의 대덕산에 다다른다. 

이 능선을 따라 토성의 흔적이 보인다. 확인 가능한 성의 길이는 100m 정도로 성 높이는 1m 내

외이고, 폭은 3m 정도이다. 성의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서쪽은 완만하다.

덕산재는 김천시와 무주군을 잇는 주요한 교통로로서, 현재는 성주군 성주읍에서 김천시 대덕면

을 지나 무주군 무풍면에 이르는 국도 30호선이 덕산재를 통과하고 있다. 이 도로는 덕산마을을 

지나 급경사의 사면을 오르면서 수차례의 심한 곡선 구간을 이루며 덕산재 고개 마루에 도착한다.

소재지 : 대덕면 덕산1리 산22-4번지 일원

어전령성지 

어전령(836m)은 부항면 면소재지에서 4㎞ 거리에 있는 마을로 삼도봉과 대덕산 중간 지점의 산

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와 백제 접경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되며, 부항령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축조된 것으로 보

인다. 무주 쪽인 서쪽은 막돌과 큰 활석을 이용해 석축을 일정하게 쌓아 놓았다. 이곳은 망루지 

또는 초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은 망루지에서 남쪽으로 40m 이어지고, 부항면 쪽인 

동쪽은 급경사를 이용하여 축조했다. 북쪽은 해발 9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 지대가 형성되어 있



584   김천시 민선자치시정사_제1권

제2장 역사 속 김천 이야기

다. 이곳에서 토성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소재지 : 부항면 어전리 산76-2번지 일원

부항령성지

부항령은 신라 영토로서,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국경으로 황악산(黃岳山)과 삼도봉(三道峰)

을 잇는 연속된 준령의 연장선상의 하나이다. 평지와는 달리 백제가 패망할 때까지 신라와의 국경

으로서 거의 변경이 없었다.

부항령성은 가목마을 서쪽 산 정상에서 동북으로 100m쯤 아래 부항령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이

어진 능선을 따라 위치해 있다.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성의 서쪽, 즉 무주 쪽은 막돌과 큰 할석

(割石)을 이용하여 석축을 일정한 규칙 없이 높이 3m 정도 쌓았는데 망루지 또는 초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축은 망루지에서 남쪽으로 40m가량 남아 있으며 윗부분은 약 5m마다 40㎝쯤의 크기로 네

모꼴로 파여져 있는데, 성 안에서 아래로 활을 쏘는 곳이라고 한다. 석축은 헬기장을 만들 때 쌓

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쪽인 부항면 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북쪽은 해발 9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토성(土城)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소재지 : 부항면 어전리 산118-3번지 일원

교리산성지

교리산성은 구산 능선의 정상 부분에 동서로 길게 축조된 토성이다. 성의 둘레는 400m 정도이며 

서쪽 끝에는 20m×20m의 편편한 대지가 만들어져 있어 과거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지례면 소재지 쪽의 성벽은 10m 정도의 길이로 석축이 남아 있는데 높이가 160㎝ 정도 

되며, 그 위에 다시 토축을 했지만 붕괴되었다. 지례중학교 쪽 성벽은 2m 높이의 토축 성벽이 

100m 정도 남아 있다.

소재지 : 지례면 교리 산63번지 일원

구산성지

구산성은 구산의 남동쪽 능선 해발 200m 지점에서 정상의 능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축조된 장타

원형의 토석 혼축성이다. 성의 규모는 길이 200m, 둘레 400m, 폭은 5m인데 남서쪽 25m는 토

축 위에 다시 석축을 했다. 석축의 폭은 1m, 높이 1m이다. 장축은 남동과 북서를 향하고 있다. 

구산 성지의 양끝에는 지름 12m 정도인 원형의 구조물지가 있는데 북서쪽은 망루지, 남동쪽은 

봉수지로 추정된다. 드러난 석성은 길이 40m, 폭 2.7m, 높이 1m이다. 현재 성벽의 가운데 부분

은 깊은 고랑이 패여 있으며, 자기 편과 기와 편들이 확인된다. 성내 정상에는 거창과 김천을 연

결한 구산 봉수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퇴락하여 1t 가량의 돌만이 모여 있다. 현재 산봉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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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 이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소재지 : 지례면 상부리 산32-1번지 일원

덕대산성지

덕대산성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성으로 추정된다. 해발 811m의 덕대산에 위치한다. 고려 말 

정몽주의 문하생 안동장군(安東將軍) 이미숭과 진서장군(鎭西將軍) 최신이 왕위에 오른 이성계에 

반대하여 관군과 충청도 미산(尾山)에서 싸우다가 패한 후 이곳에 들어와 성을 쌓고 싸우다가 전

세가 불리해지자 성주로 철수하여 원산(元山, 가야산맥의 한 지류)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지고 있

다. 임진왜란 때에 주민들이 이곳에 피난하여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다가 중단하고 대신 금오산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소재지 : 구성면 흥평리와 대항면 향천리

금오산성지

금오산은 경북 김천시 남면, 구미시 남통동, 칠곡군 북삼읍(北三邑)에 걸쳐 있는 산이다. 금오산

성은 고려·조선시대에 해발 976m의 험준한 금오산 정상부와 계곡을 이중으로 둘러 내성과 외성

이 존재하는 석축 산성이다. 성내는 산의 위 부분에 둘레가 4㎞, 외성은 계곡을 감싸는데 둘레가 

2㎞이다. 내·외 성벽의 길이는 6.3km이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성터로 추정되며, 지금은 

내성·외성 일부 성벽, 문지·암문의 유지가 남아 있다.

고려 말 선산·안동·개령·성주 등의 주민을 징발해 산성을 수비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1410

년~1413년에 성을 수축했다. 이 무렵 성내에는 3개의 못, 4개의 샘에서 계곡물이 흘렀으며, 군창

이 있던 것으로 보아 천혜의 요새로서 상당한 규모로 수축, 정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재지 : 남면 오봉리 산184 일원

4. 봉수지(烽燧址) 

감문산 봉수지

감문산 봉수지는 취적봉 정상 감문산성 안에 있다. 감문산 봉수지는 원형을 띠고 있으며, 지름 

4m, 높이 1.4m이다. 둘레는 석축(石築)을 한 흔적이 보인다. 남북으로 5개의 봉수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남쪽의 봉수대가 가장 크고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봉수는 선산 남산봉수에서 전갈을 받

아 감문면 금라리 소산(운학산) 봉수로 보냈다.

소산 봉수지는 봉화산 정상에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봉수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30m×40m의 장방형 대지가 남아 있어 관련된 터로 추정될 뿐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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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봉수는 감문산 봉수를 받아 상주 회룡산 봉수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소재지 : 개령면 동부리

고성산 봉수지

고성산 봉수는 부곡동의 문지왈(聞知謁) 뒷산에 있는 조선시대 봉수대이다. 옛 김천역과 김천면을 

수호하던 진산인 해발 482m의 고성산성 내 정상의 서북쪽에 있었으며, 현재는 봉수대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평평한 자리가 있으며 정상부 주위에는 군사 작전용 진지(陣地)가 파

여져 있다. 고성산 봉수는 지례의 구산 봉수를 받아 충청북도 눌이정산(訥伊頂山) 봉수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조선 중기까지는 봉수 정군 145인, 예비군 255인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공곡(公曲)의 감소로 말

엽에는 별장 1인 정규군의 봉군(烽軍)이 50인, 군비를 바치는 봉수보(烽燧保)가 150인이 있었는

데 이들은 금오산진보군(金烏山鎭步軍)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소재지 : 양천동 산 51번지 일대 

속문산 봉수대

속문산성 성내의 북북서 끝에 석축 둘레 30m, 직경 10m의 봉수대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 봉

수화덕은 직경 1m 정도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다. 봉수대라 생각되는 

곳에서 동쪽으로 10m 정도 나오면 세 개의 주춧돌이 나란히 놓여 있다. 현재 샘 2개, 문지(門址) 

2개, 망루 추정지 3개, 장대(將臺) 1개소가 확인되었다.

소재지 : 감문면 송북리 산

구산 봉수지

구산 성지 정상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봉수지이다. 석축으로 지름 15m의 원형이며 

북쪽은 무너져 확인할 수 없고, 남서쪽은 자연석을 거칠게 가공한 높이 1m 정도의 석축이 확인되

었다. 와편과 토기편들이 흩어져 있으며 지금은 퇴락하여 1톤 가량의 돌들만 모여 있다. 구산 봉

수는 40리 떨어진 거창 거미흘(渠未訖) 봉수를 받아 40리 떨어진 김천 고성산 봉수로 보내는 역

할을 하였다.

소재지 : 지례면 상부리 산32-1

5. 역(驛)

• 김천역

조선시대의 김천역은 지금의 김천시 남산동 김천초등학교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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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장에 해당하는 종6품의 찰방(察訪) 한 명과 역장 한 명, 임씨(林氏)와 한씨(韓氏)가 세습하

는 역리가 358명, 남자 종인 역노(驛奴) 292명, 여자 종인 역비(驛婢) 166명 외에도 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수(日守) 11명, 역의 경비 병력인 역보(驛保) 133명 등 총 1,230명이 근무하는 곳이

었다. 말의 경우 큰말 2필, 중말 2필, 작은말 6필을 보유했다.

역사는 찰방 집무소인 동헌과 숙소인 내동헌이 12간, 형리청·양마청 등 82간, 기타 병기고와 찰

방 이정기(李正基)가 세웠다는 관덕루(觀德樓)라는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김천초등학교 교정과 남산공원에는 찰방 선정비들이 남아 있으며, 역이 있던 남산공원 

일대는 지금도 찰방골로 불린다. 또한 지금의 김천시 황금동교회가 자리한 곳에 김천역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역전(驛田) 55결이 있었다고 한다. 이상의 인력과 규모로 볼 때 김천역은 평균 거

주 인력이 1,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교통 마을이었던 것이다. 김천역은 1884년(고종 21) 현대식 

우정 기구인 우정총국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김천 지역에는 개항기까지 부상역, 작내역, 양천역, 문산역, 추풍역, 장곡역 등 6개의 속역이 있

었다.

부상역

부상역은 개령현에 속하여 고려시대에 설치된 역으로, 지금의 남면 부상리 부상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부상역은 김천역으로부터 30리 거리로 관사 3간, 창고 2간, 역리 116명이며, 일수(日守) 

9명, 역보(驛保) 43명 등 총 168명이 있었다. 또한 창고 2간, 전답 54결, 중말 2필, 작은말 4필을 

보유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상초등학교 운동장에 여러 기의 역장 선정비와 역

에 딸린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으며, 다만 말구리와 당말리 등 말과 관련된 

지명만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부상고개 아래의 남면 운곡리 둔골[屯谷]에 부상역에 딸린 

역전(驛田) 54결이 있었다고 한다.

부상역이 있던 남면 부상리 일대는 예부터 성주·대구·선산·상주·김천·안동을 연결하는 교

통의 요지여서 많은 관리들이 내왕을 했는데, 2008년 김천-현풍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마을

에 개통되어 다시 교통의 요지로 급부상했다. 

작내역

지례현 관할의 작내역은 지금의 구성면 작내리, 속칭 평지마을에 있었던 역으로, 김천역에서 30

리 거리에 위치했다. 관사는 없고 창고 2칸, 역전 31결, 중말 2필, 작은말 2필, 역리 25명의 규모

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암행어사가 김천 지역을 순시할 때 작내역의 역졸들을 대동하고 다녔다

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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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역

지례현 관할의 장곡역은 지금의 대덕면 관기리 장곡마을에 위치했던 역이다. 고려시대 이 마을이 

두의곡부곡(頭衣谷部曲)으로 불렸기에 처음에는 두의곡역(頭衣谷驛)이라 하다가 뒤에 장곡역으로 

고쳐졌다. 김천역에서 70리 거리이며, 관사는 없고, 창고 2간, 역전 31결, 중말 2필, 작은말 2필, 

역리 25명이 있었다.

추풍역

추풍역은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에 있었던 역이다. 고려 후기까지 어모현의 

관할이었는데, 조선 전기인 1416년(태종 16년) 어모현과 김산현이 통합되어 김산군으로 승격되

면서 김산군 관할로 들어왔다. 

충청도와의 경계에 위치한 추풍역은 김천역에서 40리 거리에 있었다. 추풍(秋風)이란 역명은 『경

국대전』에 추풍(秋豊)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추풍낙엽(秋風落葉)이 연상된다하여 과거 

응시자를 비롯한 내왕객들로부터 추풍령이 외면 받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풍역에는 관사가 32간, 창고 1간, 큰말 2필, 중말 2필, 작은말 10필, 역리 32명, 노비 4명, 일

수 14명, 역보 7명이 있었고, 역전은 55결 규모였다. 또 역의 구성원별 성씨는 현풍 임 씨와 파평 

윤 씨, 김산 임 씨가 주를 이루었다.

문산역

문산역은 조선시대에 신설된 역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김산신역(金山新驛)으로 처음 나타나며, 

지금의 문당동 문산마을에 있던 역이다. 

통상 30리마다 1개소의 역이 설치되는 관례를 깨고 김천역에서 8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

을 설치한 것은, 당시 인근 배천마을에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이 살면서 경렴당(景濂堂)

을 개설하자 전국의 선비들이 앞 다투어 김천 지역을 찾게 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김천역

에서 부득이 문산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문산역은 김천역으로부터 8리 거리로 관사는 없고 창고 1간, 역리 63명, 역노비 68명, 일수 14

명, 역보 3명 등 총 148명이며, 역전은 31결 규모였다. 지금의 문산리는 문산역의 역리들이 정착

해 형성한 마을이다.

양천역

양천역은 지금의 개령면 양천리 마을회관 일대에 있었던 역이다. 조선 세종 때 개설되었으며, 부

상역과 함께 개령현에 딸린 두 개의 역 중 하나이다. 

양천역은 김천역에서 20리 거리로 관사는 없고, 창고 1간, 역리 144명, 역노 10명, 역비 2명, 일

수 10명, 역보 22명 등 188명이며, 중말 2필, 작은말 3필, 사창 1간, 역전(驛田) 33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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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되어 있다. 역 앞에는 동부리와 경계를 이루는 고개가 있는데, 지금도 역마고개라 불린다.

6. 장

짐전장(김천장)

‘짐전장’으로 불린 김천장은 대략 1880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50여 년 동안 조선 5대 시장[평양, 

개성, 강경, 김천, 대구]의 하나였다. 『조선의 시장경제』에 의하면 가장 전성기였던 1908년의 김

천시장의 거래 규모는 대구 서문시장 다음이었으며 여타 시장은 김천시장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거래 품목은 축산물이 가장 많았고 생우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피의 거래가 전국

에서 가장 많아 우피의 외국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자 일본 사람들이 김천시장으로 몰려와 상설 점포를 열고 시장의 상

권을 장악했다. 시장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한국인 영세 상인들은 큰장의 북쪽으로 밀려나 그곳에 

‘아랫장터’를 형성하고 장사했다.

김천장은 지금의 용호동 일대에서 열렸다. 1922년 감천 제방이 축조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대부분

은 백사장이었고 황금동교회 앞을 흐르는 개울이 감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인 지금의 철교 부근에 

삼각주를 이룬 높은 지대가 형성되었다. 이곳이 김천장의 중심지로 ‘용우머리’라고 했다. 1905년 

일본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김천장 서쪽 늪지를 매립해 시장이 확장되었다. 

7. 전통문화

빗내농악

빗내농악은 삼한시대 감문국에 속했던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농악이다. 우리 농악의 대부

분이 농사굿인데 반해, 빗내농악은 빗신(일명 별신)과 전쟁에서 유래한 경상도 내륙 지방 특유의 

군사굿(진굿)으로 전승된 것이 특징이다. 농사굿은 모를 심은 후 벼를 베고 타작하는 모습 등 농

업의 과정을 풀어내지만, 진굿은 군인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농악이다.

고대부터 취락을 이루어 온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빗내마을에서 감문국의 나랏제사, 풍년제가 동

제 형태로 전승되었다. 동제와 더불어 풍물놀이와 줄다리기도 행해졌는데, 이 풍물놀이에서 이어

져 온 농악이 빗내농악이다. 가락이 강렬하여 타 굿판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모두 12마당(골

매기굿, 문굿, 마당굿, 영풍굿, 판안다드레기, 기러기굿, 허허굿, 쌍둥이굿, 판굿, 영산다드레기, 

진굿, 상사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승되어 왔으나 주민들이 하나둘 도회지로 떠나면서 뜸해졌다.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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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령초등학교가 빗내농악 전승학교로 지정되고, 2003년 11월에는 광천리에 빗내농악전수관이 

건립되면서 빗내농악 근거지로서의 마을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농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빗내농악은 전북 정읍의 농악, 그리고 경기 안성 남사당패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유명하다. 

방짜징과 방짜유기

방짜유기란 놋쇠를 녹여 두드려 만든 생활 용구를 말한다. 김천 지역은 예로부터 안성과 충주, 이

리(현 익산시)와 함께 유기 생산지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두드려 만드는 방짜유기의 명

산지로는 김천이 단연 으뜸이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시대 말까지 약수동 또는 약물내기로 불리

는 양천동의 거창 방면 국도 변에는 가내 수공업 형태의 유기 공방이 밀집되어 있어서 김천의 명

물로 자리 잡았다.

유기 공업의 발달 배경에는 김천이 가진 시장성과 편리한 교통을 들 수 있다. 개항기까지 김천역

과 감천 변에 형성된 김천장은 김천 지역 유기 산업을 발전시킨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김천의 유기는 놋쇠를 두들겨 펴서 만드는 방짜를 고집한다. 식기는 물론 요강·세숫대야·담뱃

대는 물론이거니와 징·꽹과리와 같은 농악기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도 방짜징이 유명했다. 흔

히 경상도 지방의 징은 웅장하게 울면서 뒤끝이 황소울음처럼 치켜 올라가면서 여운 있게 멎는 것

이 특징이고, 충청도 징은 말처럼 소리가 뒤로 흐르고, 전라도 징은 육중하면서도 땅으로 내려깔

리는 것이 다르고, 강원도 징은 흥겹고 뒷소리가 출렁댄다고 하는데, 바로 황소울음 같은 여운이 

길고 끝이 올라가는 소리를 내는 김천징이 경상도 징의 소리를 대표한다. 1950년대 이후 스테인

리스 그릇에 밀려나 김천의 유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과하주(過夏酒)

과하주는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3대 명주의 하나로 1718년 간행된 향지 『금릉승람(金陵勝

覽)』에 김천과하주는 익산(益山)의 여산주(礖山酒)와 문경의 호산춘(湖山春)과 더불어 전국에서 

이름난 술이라 했다. 원래 김천시 남산동 고성산 아래에 있는 과하천(過夏泉)의 샘물로 술을 빚었

는데 타지방 사람들이 과하주 빚는 방법을 배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빚어도 과하주의 맛과 

향이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과하주는 근대시기에 중단되었다가 광복 후 재개되고, 다시 한국전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1984년 송재성이 과하주 재현에 성공하고 생산을 시작해 명맥을 이었다. 

과하주의 재래 양조법은 찹쌀과 누룩가루를 같은 양으로 섞어 떡을 만들고 물을 넣지 않고 독에 

밀봉하여 저온으로 1~3개월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알코올 14도 정도로 독특한 향기가 있고 맛이 

좋다. 제조 시기는 정월 15일부터 우수 경첩 사이가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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