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광의 ★

골목문화해설사골목문화해설사골목문화해설사골목문화해설사

이이이이 인숙인숙인숙인숙



대구 중구 골목 길!!

왜 대구 근대 골목투어 인가?!

1111코스코스코스코스 –––– 경상감영경상감영경상감영경상감영 달성길달성길달성길달성길

2222코스코스코스코스 –––– 근대문화근대문화근대문화근대문화 골목길골목길골목길골목길

3333코스코스코스코스 –––– 패션패션패션패션 한방길한방길한방길한방길

4444코스코스코스코스 –––– 삼덕삼덕삼덕삼덕 봉산봉산봉산봉산 문화길문화길문화길문화길

5555코스코스코스코스 ---- 남산남산남산남산 백년백년백년백년 향수길향수길향수길향수길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2코스

대구의 맛

근대골목에서 만나는 예술가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
은 관광의관광의관광의관광의관광의관광의관광의관광의 별별별별별별별별 지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정

� 한국관광 100선에 3년 연속선정

왜왜왜왜 대구대구대구대구 골목투어골목투어골목투어골목투어 인가인가인가인가?!?!?!?!

�

� 문화브랜드 대상 수상

� 장애물 없는 관광의 도시 선정

� 행정의 달인 국무총리상

� 상품특허





1111코스코스코스코스 –––– 경상감영경상감영경상감영경상감영 달성길달성길달성길달성길



2222코스코스코스코스 –––– 근대문화근대문화근대문화근대문화 골목길골목길골목길골목길



3333코스코스코스코스 –––– 패션패션패션패션 한방길한방길한방길한방길



4444코스코스코스코스 –––– 삼덕삼덕삼덕삼덕 봉산봉산봉산봉산 문화길문화길문화길문화길



5555코스코스코스코스 –––– 남산남산남산남산 백년백년백년백년 향수길향수길향수길향수길





사과사과((沙果沙果沙果沙果沙果沙果沙果沙果))))))))의의의의의의의의 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 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
언제부터언제부터 대구대구 사과의사과의 도시였을까도시였을까??



사과: 세상을 바꾸다



퓨전가옥퓨전가옥((스윗츠선교사주택스윗츠선교사주택))



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

� 1592년 임진왜란으로 파손

� 1736년(영조12)에 석성(안산암)조성-관찰사민응수가
둘레 약2.65km이며, 높이5m로 4개의 정문과 동서2개
의 소문이 있다

� 1590년(선조23)에 축조된 토성

� 1907년 당시 관찰사 서리 박중양에 의해 대한제국의
허가도 없이 훼철되다.

� 도원동(자갈마당) 저지대 매립,건물의 주춧돌,일본인에게
팔기도 하였다.

� 동성로,서성로,북성로,남성로- 북성로복원,영남제일관
제자리에 복원의 가치-종로길

� 1590년(선조23)에 축조된 토성



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대구읍성



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



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청라언덕 의료의료의료의료의료의료의료의료 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



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은혜정원



3.13.13.13.13.13.13.13.1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만세운동 길길길길길길길길

� 고종황제 장례가 만세운동의 신호탄이 됨

� 대구 만세운동 3.8

� 대구 역사적 위기 때 마다 학생들, 종교인, 시민들� 대구 역사적 위기 때 마다 학생들, 종교인, 시민들
앞장섬(신명학교, 계성 학교, 대구 고보 참여)

� 동산 교육박물관 전시물(사진, 칼, 위안부)





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계산성당

� 계산성당 사적290호로 지정-천주교의 역사에
서 중요한 자료

� 중세시대 건축양식 고딕양식� 중세시대 건축양식 고딕양식

� 계산성당 재미있는 이야기(박정희대통령,김수
환추기경,안중근의사)

� 이인성 나무





남산동남산동남산동남산동남산동남산동남산동남산동 성모당성모당성모당성모당성모당성모당성모당성모당



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

� 1850년 김천 출생

� 천주교 집안 (백부, 숙부 순교)

� 지물행상, 포목상으로 성공� 지물행상, 포목상으로 성공

� 고종 때의 민족운동가

� 국채보상회 조직, 국채보상운동



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서상돈 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



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 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 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

� 1907년 서상돈,김광제 민족운동가에 의해 대구
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 최초의 절약운동 – 금주,단연,탈환,감찬, 감선은� 최초의 절약운동 – 금주,단연,탈환,감찬, 감선은
물산장려 운동으로 이어짐

� 최초의 전국민 기부운동 –어린이부터 황제까지
전 계층 참여(걸인,여성,기생,도적)



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국채 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보상 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운동

� 최초의 근대 여성운동 – 남일동 폐물폐지부인회,
여성참정권(1948년)

� 최초의 근대적 학생 운동 – 국가 위기 때 마다
학생들 앞장섬,독립운동,4.19민주운동학생들 앞장섬,독립운동,4.19민주운동

� 최초의 언론 캠페인 운동 – 대한 매일 신보,
황성신문 전국 확산에 도움을 줌

� IMF 금 모으기로 이어짐



대구는대구는대구는대구는대구는대구는대구는대구는 섬유의섬유의섬유의섬유의섬유의섬유의섬유의섬유의 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시
뽕나무뽕나무 골목골목 ((두사충두사충) ) 



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영남대로((((((((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嶺南大路))



제일제일제일제일제일제일제일제일 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경북경북경북경북경북경북경북경북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교회



약령시약령시약령시약령시약령시약령시약령시약령시((((((((藥令市藥令市藥令市藥令市藥令市藥令市藥令市藥令市))))))))한의약한의약한의약한의약한의약한의약한의약한의약 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박물관

� 조선 효종9년(1658년) 임금의 명령에 의해
개설된 약 시장

� 국내 기네스북 가장 오래된 약령시 인정� 국내 기네스북 가장 오래된 약령시 인정

� 허준 동의보감-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2009년)의학서 세계 최초 등재







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동무생각 노래비노래비노래비노래비노래비노래비노래비노래비



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천재화가 이인성이인성이인성이인성이인성이인성이인성이인성(1912~1950(1912~1950(1912~1950(1912~1950(1912~1950(1912~1950(1912~1950(1912~1950))

� 대구 서양 미술세계를 엶

� 이인성의 일대기와 사랑이야기

� 대구나무이야기 – 이인성 나무, 현제명 나무, � 대구나무이야기 – 이인성 나무, 현제명 나무, 

최제우 나무,순종 나무,이토오 나무

� 대구 담장 허물기 도시

� 이인성나무 학생들 꿈 찾기 또는 나의 꿈 점검





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 정신정신정신정신정신정신정신정신 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이상화를 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

� 이상화 고택(1939년~1943년)

� 龍鳳麟鶴(이상정, 상화, 상백,상오)

� 고택의 감나무, 석류나무,펌프

� 교남학교 권투부

�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

� 개인 시집이 남아있지 않은 시인

� 우리나라 최초시비(달성공원)



이상화이상화이상화이상화이상화이상화이상화이상화 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고택 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



느린느린느린느린느린느린느린느린 우체통우체통우체통우체통우체통우체통우체통우체통



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마당깊은 집집집집집집집집





대구대구 1010미미: : 따로따로 국밥국밥, , 찜갈비찜갈비, , 복어복어 불고기불고기, , 뭉티기뭉티기, , 
누른국수누른국수, , 납짝납짝 만두만두, , 막창막창, , 무침회무침회, , 메기메기 매운탕매운탕

대구의대구의대구의대구의대구의대구의대구의대구의 맛맛맛맛맛맛맛맛((((((((음식음식음식음식음식음식음식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