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대 근거법령 및 행정구역변천

삼한시대   ● 달구화현(達句火縣) 또는 달불성(達弗城)

6세기초   ● 신라의 현-군사교통의 요충

757年   ● 대구(大丘)로 개칭 (신라경덕왕 16년)

1419年   ● 대구군(大丘郡)으로 승격 (조선세종 원년)

1601年   ● 경상감영(慶尙監營) 설치 (조선선조 34년)

1780年代   ● 대구(大丘)를 대구(大邱)로 개칭

1938. 11.  2   ● 大邱府 서부출장소(평리동 701번지)발족

1949.  8. 15   ● 대구시 서부출장소 개칭

1951.  6. 12   ● 시조례 제11호로 북부출장소의 조야동을 서부출장소로 편입

1963.  1.  1   ● 법률 제1174호(1962.11.21 공시)로 區制실시에 따라 서부출장소를 서구로 승격

1963. 12.  1   ● 시조례 제333호(1963.12. 1 공시)로 원대동(院垈洞)을 원대 1,2,3가동으로 분동

1966.  1.  1   ● 시조례 제416호(1965.11.10 공시)로 원대3가를 3,4,5,6가동으로 분동

1970.  7.  1
  ● 시조례 제610호(1970. 7. 1 공시)로 내당동(內唐洞) 1구, 2구, 3구, 4구, 5구 및

       비산동 1구, 2구, 3구, 4구, 5구로 각각 분동

  ● 대통령령 제7816호(1975. 9.23 공시)로 원대동 4, 5, 6가와 노곡동, 조야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등 구경계 일부 조정

  ● 시조례 제919호(1975. 10. 1 공시)로 원대1.2가동과 원대3가동을 원대1.2.3동으로 통합

       비산3동을  비산3동, 6동으로 평리동을 평리1동, 2동으로 각각 분동

1979.  1.  1
  ● 시조례 제1144호(1978.12.29 공시)로 비산5동을 비산5동, 7동으로 평리1동을 평리1동,

       평리3동으로 각각 분동

1979.  5.  1
  ● 시조례 제1181호(1979. 4.30 공시)로 평리2동을 평리2동, 4동으로

       원대1.2.3가동을 원대1.2가동, 원대3가동으로 각각 분동

  ● 법률 제3424호(1981. 4.13 공시)로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승격시 달성군 성서읍

       일원을 편입

  ● 시조례 제1357호(1981. 6.29 공시)로 -성서읍 전역→ 성서출장소 설치

  ● 시조례제1589호(1982. 7.24 공시)로 내당1동을 내당1동, 6동으로

       평리3동을 평리3동, 5동으로 각각 분동

  ● 시조례 제1589호(1982. 7.24 공시)로 성서출장소 3개 행정동(성서1동, 2동, 본리동)설치

  ● 시조례 제1651호(1983. 3.11 공시)로 성서출장소 폐지

  ● 시조례 제1654호(1983. 3.11 공시)로 성서출장소 관할구역에 행정동 설치

        - 성서출장소 관할구역 → 성서1동, 2동, 3동

1983.  7.  1
  ● 시조례 제1673호(1983. 6.27 공시)로 서구 비산동 461의 1번지에서

       서구 평리3동 1230의 9번지로 구청소재지 이전

1985. 12.  1
  ● 시조례 제1911호(1985.10. 3 공시)로 성당동을 성당1동, 2동으로,

       내당6동을 내당6동, 7동으로,  상중이동을 상이동, 중리동으로 각각 분동

 1987.  1.  1
  ●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 공시)로 성당동, 본리동 일부를 남구에 편입

       남구 월성동, 송현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

  ● 대통령령 제12367호(1987.12.31 공시)로 달서구가 분구

       내당동 일부와 성당동, 성서전역의 13개동을 달서구로 편입

  ● 시조례 제2147호(1987.12.31 공시)로 내당7동을 내당4동으로 개칭

1988.  5.  1   ● 자치구 승격(대통령령 제1244호)

1992.  9.  1   ● 서구 조례 제244호(1992. 8.31)로 평리5동을 평리5동, 6동으로 분동

1995.  1.  1   ● 법률 제4789호(1994.12.20 공시)로 대구광역시 서구(大邱廣域市 西區)로 명칭변경

1997.  1.  1
  ● 서구 조례 제391호(1996.11.30 공고)로 내당2동과 내당3동을 내당2·3동으로, 비산

       2동과 비산3동을 비산2·3동으로, 원대1,2가동과 원대3가동을 원대동으로 각각 통합

1998.  9. 25   ● 서구 조례 제440호(1998. 9.25 공시)로 상이동과 중리동을 상중이동으로 통합

  ● 서구 조례 제494호(2000. 1.10 공시)로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 법정동 경계 일부 조정

  ● 서구 조례 제495호(2000. 1.10 공시)로 내당1동, 비산1동, 비산6동, 평리1동 일부를 각각

       내당2·3동, 비산5동, 비산7동, 비산1동, 평리3동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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