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한주를 생활하면서 뉴트로 감성여행을 떠나

구석구석에 담긴 골목의 쫄깃함과 다채로운 문화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달구벌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While living a week in Daegu, I went on an emotional journey to 
Neutro The charm of the alleys and the various cultural contents 
in every corner Dalgubeol Living Tour Program to Enjoy.

대구 한 주 살이 여행
Daegu HANJUSARI Trip

The most cosmic 
week of my life

내 생애 

가장 

대구다운 

일주일



내게 주어진 일주일의 꿈

대구의 참 묘미를 느끼다
머무름의 미학- 

일주일 동안 대구에 머무르며 

알찬 대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

내 안에 스며드는 전통문화를 섬기고

내 두눈에 밝혀지는 

대구의 일상을 한껏 느껴보다!

Feel the real beauty of Daegu
A week's dream given to me

Aesthetics of staying-
I stayed in Daegu for a week a beautiful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ruitful Daegu! Serving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permeates within me
Feel the daily life of Daegu revealed in my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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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

Dak Ttongjip-golmok Temple Auto-Camp Chimaek Festival

Bike Around The Arc

닭똥집골목 사찰방문 오토캠프 치맥 페스티벌

Piano Concert
피아노콘서트

전망대 관람 바이크체험

버스킹로드 고기거리 반지공방
Busking Road Food Street Handcrafted Rings

진골목 향촌문화관 수제화 골목
Jingolmok Alley Hyangchon Culture Center Handmade Shoes Alley

연비다담 국궁체험 미디어파사드 선비문화체험
Yeonbidadam Korean Traditional Archery Media Facade Seonbi Spirit

국시데이 서문야시장 청라언덕 클레이사격
Noodle Day Seomun Night Market Cheongna Hill Shooting Range

Chimsanjeong
침산정

Hajungdo
하중도

목공체험 도자기체험 카페연암 북 만들기 오색 비빔밥 

Wooden Art Making Pottery Cafe Yeonam Korean bass drum Bibimbap



Daegu HANJUSARI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Travel Guide for One-Week Daegu-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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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이 선물하는
오감만족;
오로지 대구만이 선사하는 행복

대구는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다.

2020 대구 한주살이 여행을 통해 대구를 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며 참 묘미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대구의 아름다움과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2020년, 대구를 이야기하다

Talking about Daegu, 2020

The five senses satisfaction 
of the Dalgubal present;
The happiness of only Daegu

Daegu is more diverse than previously known
There are plenty of things to see, eat and enjoy.
2020 Daegu Hanjusari to feel and experience closer
I hope it's an opportunity.
The beauty of Daegu, by extension, of the people of 
Daegu. Hoping to discover the ultimate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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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nok: Houses built in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Guam Seowon, a Confucian academy, is nestled at the foot of 
Yeonamsan Mountain in Sangyeok-dong where it was finally 
relocated in 1996. In Guam Seowon, you can enjoy scenic night 
views of Daegu city and experience authentic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with the charm of Hanok, Guam Seowon is 
popular with both Daegu citizens and visitors from other areas.

The charm of Hanok1) in the beautiful moonlit city

1996년 산격동 연암산으로 이건한 구암서원은 대구를 품고 

아름다운 야경을 담아 도심 속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달빛 어우러진
도심 속 한옥의 정취

01  구암야경 

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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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제중博施濟衆을 실천한 구계선생,
진정한 선비정신으로 사랑과 은혜를 널리 베풀다!

부지(府誌)와 묘정비(廟庭碑)에 이르기를, 

구계선생은 여말선초 사람으로 호는 구계(龜溪)요, 자는 성묵(聖默)이다.

대구부(大丘府)의 달성(達城 : 현, 달성공원)은 달성서씨(達城徐氏)가 대대로 

세거하였던 땅으로 세종때 달성토성에 창고 및 관청을 설치하고 그 상을 논할 때 

구계선생(龜溪先生 : 徐沉)은 모든 상과 세록을 사양하고 세거지 

달성(達城)을 쾌연히 나라에 헌납하였다. 

대신 본부에서 적모 1석당 5되를 감해주어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 일은 여러 집안의 문적과 본부(本府)의 읍지(邑誌)에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360개 

고을 중에 유일한 일이며 그 혜택은 조선말까지 존속되었다.

이에 은덕을 입은 고을 사람들이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선생의 

박시제중(博施濟衆)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구암서원(龜巖書院)을 세웠다.

01  구암야경 

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구암서원은 달성서씨 선조 오현(五賢)을 모신 서

원으로 1665년(현종 6년) 유림의 중의로 구계(龜

溪) 서침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연구산 아래 건

립 되었다. 1718년(숙종 44년) 동산동으로 이전하

면서 서거정 선생을 함께 봉안하고, 그 후 1741년 

약봉 서성 선생, 1757년 함재 서해 선생, 2008년 

낙재 서사원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숭현사는 앞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구

암서원 경내는 강당, 동·서재, 전사청, 누각 등으

로 구성 되어 전통의 멋을 한층 더 하고 있다.

Guam Seowon, a Confucian Academy and memorial hall enshrining 
five sages of Dalseong Seo’s clan, was established at the foot of Mt. 
Yeongusan in 1665 (the 6th year of King Hyungjong’s reign). Guam 
Seowon was first dedicated to the illustrious memory of Seo Chim (pen 
name Gugye) with the consent of the majority of the Confucian scholars. 
After that, Guam Seowon was relocated in Dongsan-dong and enshrined 
Seo Geojeong, the scholar, in 1718 (the 4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nd then enshrined other scholars as well, such as Seo Seong 
(pen name Yakbong) in 1741, Seo Hae (pen name Hamjae) in 1757, and 
Seo Sawon (pen name Nakjae) in 2008, respectively. Sunghyeonsa 
Temple has a Paljak roof with three rooms on its facade and two rooms 
on either side. The precinct of Guam Seowon, which consists of the 
auditorium, Dongjae, Seojae, Jeonsacheong, and Nugak (a pavilion), 
graces the charm of genuine Korean tradition.

Feel the spirit of courtesy and sharing in Guam Seowon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깃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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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암야경 

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수 백년의 시간이 그대로 머무르는 듯, 

도심 속 고즈넉한 서원의 아름다운 멋과 얼이 살아 숨쉬는 곳
As if hundreds of years of time stayed the same, A beautiful place of 
Seowon in the city and where Earl lives and breathes

The center of traditional Seonbi culture 
that illuminates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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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aromatic tea served to you is a consolation to you in a busy 
and tiring daily life. As you have a cup of tea in the still and serene 
Hanok, the moonlight in the tea cup whispers “Take a well deserved 
rest. You’ve done enough for today.”

Moonlight Tea Party opens your soul

지친 일상에서의 차 한잔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다가온다.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에서 차 한잔 하노라면 달빛은 찻잔 속에 잠시 머물며 

엷은 미소를 남긴다. 고생 했노라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달빛차회

01  구암야경 

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다례체험
Tea ceremony

Experience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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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서원 야경 Night Views in Guam Se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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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유복을 입고 예를 행하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비정신을 배움으로써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서 순화에 이바지한다. 나도 선비가 되어 간다.

선비문화체험
Seonbi
Culture 
Experience

선비를 떠올리면 푸르른 유복이 생각난

다. 푸른 유복을 입고 유건을 쓰고 가지

런히 손을 모아 공손히 예를 행하면 마

치 조선시대 선비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 든다. 나도 선비가 되어 간다.

선비라는 마음가짐

When I think of Seonbi, a virtuous scholar, it brings to 
mind Yubog, the traditional clothes of Seonbi. When 
wearing light jade-colored Yubog and ebony-colored 
Yugeon, the traditional hat; and learning traditional 
manners in polite posture—with both hands overlapped 
on your navel—you will feel like becoming a Seonbi back 
in the Joseon Dynasty.

Seonbi’s Attitude, Timeless Seonbi Spirit

Wearing light jade-colored Yubog
Growing youth learn the spirit of scholarship and realiz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correct values   and 
purifying emotions. I also become a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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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힘차게 활 시위를 당긴다. 활은 당기는 힘과 놓는 힘이 적절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과녁에 나아간다. 탁, 명중이요! 활을 

통해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당겨본다.

밀당의 원조, 활쏘기 전통국궁체험
Korean 

Traditional Archery
Experience

Pull the bow string back using your full strength. Using proper force 
to pull back and release the string helps you to make an accurate 
shot. The arrow cuts through the wind as it approaches the target. 
Whoosh~. Thwack~! Perfect shot! The way we have lived resonates 
with the principles of archery. Give it another shot!

Archery: Genuine ‘push and pull’ strategy

대구국제사격장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클레

이사격, 공기총, 권총사격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

설을 갖추고 있는 레저시설이다.

빵!빵! 클리어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사격장에서 스트레스 빵! 빵!

Daegu International Shooting Range boasts beautiful scenery and is 
a leisure facility equipped with clay shooting, air gun, pistol shooting 
facilities and various amenities.
Bam! Bam! Let's get rid of stress while we clear it.

Stress at the shooting range! Bam! Bam!

대구국제사격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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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대구야경을 배경으로 고요한 서원에 펼쳐지는 

화려한 빛의 향연, 미디어파사드.

전통과 미래가 만나 예술적인 광경이 꿈처럼 피어난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 미디어파사드

01  구암야경 

아름다운 밤과의 눈 인사

Spreading in a serene seowon against the backdrop of a beautiful 
Daegu night view Feast of colorful light, media facade.
Tradition meets the future, and artistic sights bloom like dreams.

Feast of beautiful light Media facade



400 years of preserved  history in modern Daegu Falling in Love with Seodang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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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두 번째 이야기



Seodanggol is the clan-based village of Dalseong Seo, one of the prestigious families 
in Daegu, and has been called Seodanggol since it has many Confucian Academies, and 
Seodang (village school), such as Chehwadang, Ilsinjae, and Yongdamjae across the village.

Dalseong Seo’s Jibseongchon, a clan-based village

서당골은 대구의 명망 높은 달성(達城)서씨 집성촌으로

마을 여러 곳에 체화당, 일신재, 용담재 등의 강학소와 서당이 많이 있어 

서당골이라 불렸다.

달성서씨 집성촌

02  서당골 눈 맞이

400년 역사가 숨쉬는 서당골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Yeonam Seodanggol 

용담재 Yongdamjae

체화당 Chehwadang

일신재 Ilshi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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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연암서당골 여행(餘幸)사업’의 일환으로 연암

서당골에는 목공 분과, 카페 분과, 텃밭 분과가 생겼다. 그 중 

목공분과의 연암목공소는 (구)산격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한 곳으로 자발적인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을 

위한 마을안내소를 운영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암서당골 여행(餘幸)

Yeonan Seodanggol established the centers of carpenters, cozy cafes, and garden beds as a 
part of ‘Yeonam Seodanggol Travel Project’ starting in the year of 2015. Yeonam Carpentry 
Shop, among them, is created by remodeling the former building of Sangyeok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Yeonam Carpentry Shop now also serves as the information 
center for the visitors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Yeonam Seodanggol Travel Tips

02  서당골 눈 맞이

400년 역사가 숨쉬는 서당골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Yeonam
Seodanggol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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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은 만드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무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여 성형한 후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물품은 아주 다양하다. 작은 소품

부터 커다란 가구나 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성형하여 요리조

리 맞추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

는 것,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닌가? 어

릴 적 소꿉장난할 때 솜씨를 발휘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자.

도전, 금손! - 목공

Experience the woodworking done by yourself! You can start by selecting the wood that will work best for 
your project. From decorative art pieces to a piece of furniture, even to wooden houses, the options for your 
woodwork project will vary. What a fascinating experience it is to make your own piece of woodwork by 
exquisitely planning your woodcut and jointing the wood pieces together as a whole! You may want to tap 
into your beautiful childhood memories of making toy houses in order to inspire and motivate yourself into 
creating something special.

Everybody can be a handyman! Challenge! : Wooden Art

매력적인                  의 세계목공예

Yeonam
Wooden Art

연암목공소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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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질흙을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것으로 주로 그릇이나 항아

리, 화병 등을 만든다. 나무로 물건은 만

드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가 있다. 

나무 모양은 마음대로 바꾸기 힘들지

만, 무른 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

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상상하는 것을 

구현해 실물로 만들어내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자.

도전, 금손! - 도자기

Pottery is made by forming a clay body into the desired shapes, such as bowls, jars or vases and heating them in a 
high-temperature kiln. You will discover a unique satisfaction in pottery which is distinct from that in woodworking. 
Unlike hardwood, soft clay will let you change its shape as you want. Feel the joy of actualizing your imagination 
through the process of pottery.

Everybody can be a handyman! Challenge! : Pottery Art

02  서당골 눈 맞이

400년 역사가 숨쉬는 서당골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Chopsticks are essential eating utensils in Korea. Chopsticks reflect the harmony of peaceful 
and serene cultures in Korea and the neighboring China and Japan, at the same time, 
mirroring the different lives of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Create your own chopsticks! 
When you gently put a pickled perilla leaf onto a spoonful of rice by using your own creation, 
you will feel a sense of pride at having made something so spectacular and personal!

Grab the food with your own chopsticks!

젓가락은 우리나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구이다. 평

화롭고 정적인 한·중·일 문화

가 공존하며, 같지만 조금은 

다른 민족적 삶을 나타내기도 

한다. 직접 나만의 젓가락을 

디자인해 만들어보자. 완성된 

젓가락으로 흰 쌀밥 위에 깻잎 

한 장을 올려보자. 젓가락질마

다 뿌듯함이 밀려올 것이다.

나만의 젓가락으로 

콕! 집어 보기

Coffee

‘카페 연암’은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주민들의 

작은 카페가 어엿한 마을카페로 자리 잡아 지

역주민들의 든든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커피 한잔 뽑아 볼까나?

Cafe Yeonam wa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who loved coffee. 
Since then, it has become the signature cafe in town and served in 
a place like Sarangbang, a room for guests and entertaining in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Wanna Coffee?

35 36

DAEGU HAN
JUSARI

G
U

I
D

E
 

B
O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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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글로벌 삼성의 꿈이 시작된 곳. 

혁신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업의 요람.

소통과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 

청년이 키워가는 새로운 꿈.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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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was recently 
established in the former site of Cheil Industries Inc. 
in Daegu (Chimsan-dong, Buk-gu). Here, the creative 
spirit of the deceased Lee Byung-chul, the founder of 
the Samsung Group, still lives on.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consists of four separate zones: 
Venture Business Zone for nurturing and supporting 
venture companies; Culture & Venture Convergence 
Zone for the culture related venture business; 
Facilities & Amenities Zone for the convenient 
living for the local residents; and Samsung Zone for 
sharing the history of Samsung Group. Now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has become the hot spot 
of culture and respite for the local residents.

Renewed as the Place of Repose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대구 

제일모직 자리(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최근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벤처창업존, 문화벤처융합존, 주민생활편의존, 삼성존 등 4개의 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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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페라하우스 2003년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개관했다. 최첨단 음향과 조명시설, 450여 평

의 이동식 변환무대, 말발굽 모양의 1,508석의 객석 등을 갖추고 있

으며, 지붕은 그랜드 피아노 형상을 하고 있다. 해마다 대구 국제 오

페라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으며, 뮤지컬이나 

발레 공연 등도 열리는 곳으로 대구 문화예술의 성지가 되었다.

뮤지컬과 오페라의 성지, 대구 오페라하우스

Daegu Opera House opened in 2003, which is the only opera theater exclusively built for opera in 
the entirety of Korea. It is equipped with a state-of-the-art lighting and sound system; about 1,488 
square meters of a movable stage; and a total of 1,508 seats in a horseshoe layout. Furthermore, 
its roof is designed to resemble the beautiful curvy lines of a grand piano, making itself a fine 
work of art. Daegu Opera House became the most impressive venue of arts and culture in Korea, 
holding a wide range of programs annually, such as various opera performances, especially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and other musical and ballet performances.

Daegu Opera House: A mecca of musical and opera

19개의 건물과 공원으로 조성된 구)제일모직 기숙사동에는 공예 예

술관,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예 예술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의 오페라 체험관 등이 있다. 대구시 인교동 옛터에서 해체하여 이

전 복원한 삼성상회와 60여년 전 건축물을 활용한 제일모직 기념

관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식당과 찻집도 있다.

글로벌기업 삼성의 모태가 숨 쉬는 곳

02  서당골 눈 맞이

400년 역사가 숨쉬는 서당골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The former dormitory building of Cheil Industries Inc., with 19 buildings and a park, is now renewed as 
an art and culture complex. It has the Craft Art Center, Daegu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Center, Performing Arts Center and Opera Academy, run by Daegu Opera House, which helps you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opera. Plus, you have the chance to encounter ‘Samsung Sangho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late CEO & founder Lee Byung-chul in 1938. ‘Samsung Sanghoe’ has 
been relocated and restored here, after the dismantlement from the former site Ingyo-dong, Daegu. 
Furthermore, you can visit the Cheil Industries Memorial Hall, which was created by remodeling a 
60-year-old building; and a variety of decent restaurants and teahouses.

Here, Samsung Group’s matrix still lives on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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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된다. 제사음식

에 비상한 관심을 두어 ‘제수(祭需)문화’가 그 어떤 고장보다 활성화 되었다. 

특히 대구의 대표적 성씨 중 하나인 달성서씨 집성촌인 연암서당골에서 대구 

헛제사밥과 조선조 성리학 문화가 스며든 접빈객(接賓客) 봉제사(奉祭祀)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서당골의 오색매력을 

‘서당골 선비비빔밥’으로 표현해보자.

서당골의 오색 매력, 비빔밥으로 숨을 불어넣는다.

02  서당골 눈 맞이

400년 역사가 숨쉬는 서당골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접하다

대고장 김종문 선생은 북 제작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장

인이다. 17세 되던 해인 1941년에 스승 이원석에게 입문

하여 북 제작 기능을 배웠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에서 장

구와 딸랑이북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둥 둥 둥, 북을 친다!

Kim Jong-moon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and called ‘Daegojang,’ which 
means a master artisan in making traditional Korean drums, especially large barrel bass 
drums. He has inherited the skills of making Buk since he initially started in 1941, at age 
17, from the master Lee Won-seok. You can enjoy the culture program for making Korean 
traditional drums, such as Janggu (an hourglass-shaped drum) and Do (a Pellet drum) 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Center in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Boom, Boom, Boom! Beat the Buk (drum)!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북

Daegu cultivated the new food culture by tak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in 1601. Daegu 
paid extra attention to the food of the ancestral rituals, consequently developing a more advanced culture for performing ancestral rituals 
than any other region. In this context, Daegu-style Heotjesabap is a typical Daegu food. The term Heotjesabap means food used in ‘mock 
ancestral rituals.’ This food especially represents that our ancestors highly valued greeting guests and honored the ancestral rituals based 
on 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In Yeonam Seodanggol, which is the clan-based village of Dalseong Seo, one of the typical last 
names in Daegu, you can experience the quintessence of this tradition while enjoying Seodanggol ‘Seonbi Bibimbap.’ 

Bibimbap, the traditional food with five-cardinal-colored ingredients, represents the colorful charms of Seodanggol.

43 44

DAEGU HAN
JUSARI

G
U

I
D

E
 

B
O

O
K



Taking a lovely stroll along Geumho River Sorigil, the riverside path Feel the breeze on two wheels

Part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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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wangseok-gil Street is an artistic mural street, created in the hidden alleys adjacent to 
Bangcheon Market in Daebong-dong where the deceased Kim Gwangseok lived. The street 
depicts his life and music with murals and statues. At the entrance of the street, a life size 
bronze statue of Kim Gwangseok and his music invites people, and awakens their nostalgia.

Kim Gwangseok-gil Mural Street: Revisiting his music and life

김광석 길은 故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

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을 테마로 조성한 거리이

다. 거리 입구부터 마치 김광석이 살아 있는 듯 

그의 형태를 본뜬 조형물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

와 사람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든다.

김광석 다시그리기

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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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의 벽면에는 김광석의 얼굴을 여러 테마로 그

려 거리의 분위기를 한층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 놓

았다. 골목을 쭈욱 따라 들어가면 있는 소규모 공

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광석거리의 조성으로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사

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고, 자연히 주변 상권

이 형성되어 운치있는 카페를 방문하려고 김광석 

거리를 방문하는 젊은이들도 생겨났다. 이번 주말

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김광석 거리로 방문해보자.

삶을 노래하다

The long wall along the street depicts the face of Kim Gwang-seok in different versions and variations, creating a 
beautiful atmosphere of the street. Deep in the alley, a small theatre greets you with various performances. Since 
the creation of Kim Gwangseok-gil, this venue has become an oasis for the people cherishing the memory of this 
legendary crooner, subsequently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popular urban district with many restaurants, 
shops, and unique cafes. Actually, some young people are visiting this venue to enjoy a ‘cafe tour.’ This weekend, 
let’s go on a visit to Kim Gwangseok-gil, just as one of his lyrics says, “to the place the wind blows from...”

Songs for Life

그를 추억하는 아름다운 거리김광석,

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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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두 바퀴로
신천을 느끼자

대구 신천(新川)은 대구시 중심에 흐르는 하천이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비슬산 최정산에서 발원하여 

가창면 용계리에서 대천과 합류해 대구의 남에서 

북으로 흘러 북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든

다. 하천 양편 둔치에는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등

이 갖추어져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신천의 

서쪽 둑에는 신천대로가, 동쪽 둑에는 신천동로가 

개설돼 대구시의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 대구 중심부(대구읍성)는 물난리가 심하였는

데, 1778년 대구판관 이서(李逝)가 사재(私財)로 제

방을 쌓아 물줄기를 돌리면서 새로운 하천이 생겨

났는데, 이로 인해 신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두 바퀴로 신천을 느끼자

Daegu Sincheon is a small river running through central Daegu. It stems from Mt. Biseulsan 
and Mt. Choejeongsan in Gachang-myeon, Dalseong-gun, Daegu; interflows into Daecheon 
in Yonggye-ri, Gachang-myeon; and then flows north from west to the Geumhogang River in 
Chimsan-dong, Buk-gu, Daegu. On either riverside, every resident is invited to take advantage of 
pathways, a park, and street workout spots for outdoor fitness and weight training. In addition. 
Sincheon-daero, opened on the west bank of Sincheon; and Sincheon-dongro, opened on the east 
bank serve 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network in Daegu. The name, ‘Sincheon’ means ‘a new 
stream.’ Back in 1778, central Daegu was suffering from severe floods. Therefore, Lee Seo, the 
judge in Daegu at the time, diverged the river by building a dike as a part of a flood containment 
project, consequently resulting in creating a new river. From this, the name Sincheon came.

Sincheon: Feel the sparkling river on two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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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河中島)는 대구광역시 금호강에 위치한 섬으로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있다. 면적은 22만 2000㎡이며 2012년까지는 채소를 무단경작하

는 용도로 쓰였지만 대구시에서 유채꽃과 억새, 청보리, 코스모스 등을 식

재하여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유채꽃밭으

로 유명세를 얻은 하중도는 점차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을 선보이면서 4계

절 내내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강 위의 섬, 하중도
중구 봉산동의 봉산문화거리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

리이다. 이 거리에는 크고 작은 

화랑, 표구사, 서화사, 커피숍 등

이 있는데, 대구시내의 대표적 

전시 및 공연 공간인 봉산문화회

관도 이곳에 있다.

화랑 몇몇이 몰려 있던 좁은 골

목이 대구의 대표적 문화예술 거

리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

한 것은 1991년 ‘봉산문화거리’

로 지정되면서다. 봉산문화거리

에서는 해마다 봉산미술제와봉

산도자기축제가 펼쳐지는 등 수

많은 예술행사가 열린다.

문화예술의 거리

Bongsan Culture Street, sitting in Bongsan-dong, Jung-gu, is a well-known arts and culture street representing 
Daegu. There are galleries, picture framing shops, galleries exclusive for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nd Bongsan Cultural Center which is Daegu’s landmark for holding arts exhibitions, plays, and other various 
performances. The narrow alley crowded with several art galleries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arts and culture 
street. It has grown prosperous since it was designated as ‘Bongsan Culture Street’ in 1991. Bongsan Culture Street 
holds various annual art festivals, such as Bongsan Art Festival, Bongsan Ceramics Festival and so many more.

Arts and Culture Street

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Hajungdo Islet is the small island on the Geumhogang River, between Paldalgyo Bridge and Nogokgyo Bridge, in 
Daegu. The area is 222,000 square meters and was used to cultivate vegetables without permission. However, 
Hajungdo Iselt has attracted tourists since Daegu City planted canola flowers, silvergrass, whole-crop barley, and 
cosmos flowers. Plus, Hajungdo Iselt gained more popularity when people began sharing their pictures of Hajungdo, 
on their social media. These pictures show the area beautifully filled with canola flowers. You can enjoy seasonal 
wildflowers in this scenic attraction.

The islet on the river: Hajungdo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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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칠성야시장은 칠성시장 아래 신천 둔치에 조성된 야간

시장이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한적하던 둔치에 트럭

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서문야시장과 유사하

지만 서문야시장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반면, 칠성야시장은 신천의 운치를 즐기면서 시장

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넓은 둔치에 자리하여 거리가 넓은 편이며 소규모 공

연, 소원등 띄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이루

어지고 있다. 야시장의 꽃인 다채로운 먹을거리로 인해 

대구는 물론 전국 ‘인싸’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대구의 야간 맛집, 칠성야시장 ‘별별 상상’

Chilseong Night Market is created on Sincheon river bank on the outskirts of Chilseong Market. At 6 p.m 
every day, people and trucks begin to flock to the site that is usually quiet during the day. Chilseong Night 
Market shares similarities with Seomun Night Market; however, Seomun Night Market exudes the quaint 
atmosphere of traditional market, while Chilseong Night Market provides you with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scenic river views of Sinchoen and peruse the stalls in the market like a local. Located on the 
spacious riverside, Chilseong Night Market provides you with a large space to stroll around, and various 
forms of entertainment, such as The Wish Lantern Festival and other performances. Plus, the wide 
selection of gourmet foods attracts people not only from Daegu but across the nation, too.

Daegu’s Night Street Food: Chilseong Night Market ‘Byeol-Byeol 
Sang-Sang’ (Colorful Imagination)

신천의                 한껏 느끼다운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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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람이 불어오는 날 두 바퀴로 느끼자 - bicycle road 

금호강 소리길 따라 떠나는 감성 나들이

힘이여 솟아라! 시금치를 듬뿍 넣은 서당골 오색김밥, 눈과 입

이 행복해 지네요! 날씨 좋은날 잘 말아 소풍 한번 가 볼까요?

잘 말아줘! 서당골 오색김밥

어떤 모양, 어떤 글귀를 할까 고민하며, 뚝딱 뚝딱 

두드린다.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1대1 맞춤형 주얼

리 체험 공방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만의 핸드메

이드반지에 추억을 담아 본다.

나만의 핸드메이드 절대반지! 
반지놀이터

Thinking about the design of the ring and the words to be engraved on, 
get started to make the ring. Engrave your precious memory onto the ring 
with the customized instruction provided by the designer in Handcrafted-
Jewelry Experience Workshop.

Make Your Own ‘Precious Ring’! 
Handcrafted rings in Ring Playground

Seodanggol Gimbap, filled with ingredients that are five different colors—especially the 
bountiful green spinach—satisfies both our eyes and mouths. Shall we go on a picnic on 
one fine day with yummy rolls of Gimbap?

Roll it well! Seodanggol Gimbap with colorful ingredients

나만의                  반지 만들기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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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wl of healthy, clean-taste noodle feeds the soul with generosity of Dalgubeol Chewy Bouncy Noodle Day

Part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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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kukmyeon is a company with a long and distinguished career in producing noodl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33. Daegu’s hot and rather dry climate makes the region the best place to 
produce noodles. Poongkukmyeon has taken advantage of these characteristics and has become a 
prominent noodle company around the country. At present, using the brand name ‘Poongkukmyeon,’ 
the company has continued its business, including the work of producing noodle and managing 
restaurants, as a prestigious local company.

Noodle Master: Poongkukmyeon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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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풍국면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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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감영공원 Gyeongsang-gamyeong Park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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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로 시작되는 가곡 ‘동무

생각’(박태준 곡)에 나오는 청라언덕이 바로 대구 동산동에 있는 청

라언덕이다. 이곳에는 서양가옥 세 채가 있다. 선교사 스윗즈 주택

(대구 유형문화재 제24호), 챔니스 주택(대구 유형문화재 제25호), 

블레어 주택(대구 유형문화재 제26호)이다. 이 주택 이름의 주인공

들은 대구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선교활동을 한 미국인들이다.

청라언덕을 시작으로 3.1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고택 등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구의 대표적 근대역사 거리로 이 거리를 걸으면 근

대로 돌아간 듯 한 느낌이 든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에 올라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Climb the green ivy hill where the symphony of spring reverberates.....” The green ivy (Cheongna) hill, in this 
beautiful lyrical song Reminiscence of a Friend composed by Park, Taejun, is the historic hilly area called Cheongna 
Hill in Dongsan-dong, Daegu. On Cheongna Hill, there are three western-style missionary houses: Switzer’s House 
(Daegu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 Chamness’s House (Daegu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 and Blair’s 
House (Daegu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 These houses are named after the American missionaries who 
settled down in Daegu when Christianity was first introduced to this region. Surrounded by greenery, strolling on 
the road from Cheongna Hill leading into Daegu’s modern historic sitesㅡ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lleyway, Gyesan Catholic Church, House of Yi Sanghwa, and House of Seo Sangdonㅡyou may feel as though you 
are experiencing the shift that led the city into the modern Daegu we know today.

Climb Cheongna Hill, the green ivy hill, where the symphony of spring reverb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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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은 대구시 중구 대신동

에 위치한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

이다.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래시장

이다. 옛 대구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시장이라서 서문시장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달구벌의 넉넉한 인심을

만날 수 있는 곳

낮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에 야시장이 문을 열면서, 서문

시장은 낮에도 밤에도 핫한 전통시장이 되었다. 비교적 높

았던 방문객의 연령도 야시장 개장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지 관광객까지 유치하며 서문시

장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서문시장에는 5,00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주말이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올 정

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낮보다 더 핫한 서문야시장

Seomun Market, located in Daesin-dong, Jung-gu, Daegu, is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not only in Daegu but in all of 
the country. The name of the market, ‘Seomun’, means ‘the west gate,’ and refers to the old location of the market, right 
outside of the old west gate of Daegu Eupseong (the town wall).

The place where the generosity of Dalgubeol welcomes you

Seomun Market has grown to be a popular spot round-the-clock. This is in part because 
the traditional market opened up a night market. Now, in addition to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ho account for most of the regular customers, young people frequently 
visit Seomun Market due to the popularity of the night market. Consequently, the influx 
of younger people has led to the attraction of more customers from other areas, and so it 
grows more prosperous. Currently, Seomun Market has a total of about 5,000 stores and 
enjoys an unprecedented boom with over 100,000 visitors on weekends.

As night falls, Seomun Night Market comes more alive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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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ongmot Lake is located in Dusan-dong, Suseong-gu, Daegu. The lake 
offers the most attractive picnic spots for families, couples, and friends in 
Daegu. Well-maintained walkways alongside the sparkling lake attract a 
lot of people all year round.

Restore yourself with nature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호수. 대구 시민들의 

대표적 가족 나들이 코스, 연인들의 주요 데이트 코

스이다. 최근 잘 정비된 둑길과 주변 공원에서 걷기

나 산책 등을 위해 찾는 부근 주민들도 많아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쉼터

Suseong
lake수성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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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나루터는 조선 전기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하천 교통

의 요지이자 대구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나루였다.

1900년 3월 26일 선교사 사이드 보텀부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피

아노 1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기념으로 10월이면 ‘달성 100대 

피아노콘서트’가 열리고 21세기 문화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달성 100대 피아노콘서트 문화관광의 중심이 되다

Samunjin Port was the main hub for water transportation connecting the Nakdonggang River and the Guemhogang 
River; and it served as a gateway to Daegu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At Samunjin port, the first-ever piano 
in Korea arrived with the Sidebothams, the married Christian missionaries, on March 26, 1900. To commemorate 
this historic event, Dalseong Piano 100 Concert is held annually in October and has become the central attraction 
of 21 century cultural tourism.

The quintessence of cultural tourism: “Dalseong Piano 100 Concert”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사문진 나루터
Samunj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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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는 고령 강정보에 위치한 건물로 세계적인 건축 설

계자가 물과 자연을 모티브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안에는 전시물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카페와 강정

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물과 자연, 물수제비 디아크

디아크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있어 날씨 좋은 날 강바람을 만끽

하기 좋은 곳이다. 디아크의 특이한 모양으로 관람객이 늘어나

면서 주변에는 자전거, 왕발통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대여점들이 생겨나 관람객의 발걸음이 더욱 많아졌다. 고령보

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주변 카페를 찾는 사람도 많

아져 강정보 디아크의 관람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날씨 좋은 날 강바람을 만끽하며 바이크를 타 보자

Walking trails around The Arc makes it perfect place to take a stroll enjoying river breeze. As 
the number of visitors increases due to the unique design of The Arc, places like rental-stores 
that enable you to enjoy various activities, such as riding a bicycle and Segway. Futhermore, 
given that the serene atmosphere of Gangjeongbo attracts more people to the adjacent cafes, 
it is natural to expect the number of visitors will continue to increase.

Pedal down the riverside, floating on the nice breeze

The Arc, located in Goryeong Gangjeongbo weir, is constructed by the world-renowned 
architect symbolizing water and nature, and it is a work of art in and of itself. Inside The 
Arc, you can appreciate exhibitions, and on the top, there is an observation deck where you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of Gangjeongbo and attractive cafes below.

Water and Nature: The Arc embodying the blue wave

04  쫄깃쫄깃한 국시데이

건강·깔끔·담백한 국수 한 그릇의 넉넉한 달구벌 인심

The ARC
강정보 디아크

사진출처 | 비슬산참꽃 문화재 공식홈페이지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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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bite of Jjimdak, Korean braised chicken Cock-a-doodle-doo, Kiss the tender chicken

Part05
꼬꼬 입 맞춤

찜닭 먹으러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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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is considered a mecca of chicken cuisine. Daegu Pyeonghwa Market ‘Ttongjip-golmok’ 
(Chicken-food Alley)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Top 3 Korea Food Theme Streets’ by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2015. The restaurants in ‘Ttongjip-golmok’ are developing and offering 
specialized menus using chicken, with options ranging from fried chicken, chicken feet and 
gizzards—with a unique chewy texture—and Korean braised chicken, proving this alley’s specialty 
of chicken dishes.

Pleasure for eyes and mouth, all about chicken cuisine

05  꼬꼬 입 맞춤

찜닭 먹으러 go go

대구는 닭요리의 메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 평

화시장 똥집골목은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지정

한 전국 3대 음식테마 거리로 선정되었다. 

똥집골목의 가게들은 특화된 닭똥집 메뉴를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곳 평화시장에는 닭

똥집 뿐만 아니라 통닭, 찜닭, 닭발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어 닭요리 전문 골목이라 할 만하다.

눈 호강, 입 호강!
꼬꼬의 모든 것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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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동화사는 2012

년에 조계종 총림(팔공총림) 사찰로 승격되었다. 

대구의 대표적 사찰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

구 본사인 동화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극달

(極達)이 493년에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하

였다. 그 뒤 832년 왕사 심지(心地)가 중창하였는

데 당시 때가 겨울철임에도 사찰 주위에 오동나

무꽃이 만발하여 그 이름을 동화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1992년에는 높이 30m나 되는 석불인 약사

대불(藥師大佛)이 조성되었다.

선승을 만나다

Donghwasa Temple, sitting at the foot of Palgongsan Mountain, in Dong-
gu, Daegu, was promoted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Palgong Temples). Donghwasa Temple is the 9th Buddhist parish 
temple of Korean Buddhism Jogyejong. The temple was established by 
Geukdal, the monk of Silla, in 493 and named as Yougasa Temple. After 
that, Wangsa Simji rebuilt the temple in the winter of 832. Yet, at that 
time, the paulownia trees in and around the temple still fully bloomed 
despite the weather, so the temple was renamed as ‘Donghwasa’ which 
means ‘The Temple of Paulownia Blossoms.’ Later in 1992, the thirty-
meter-high Yaksadaebul (Yaksa Buddha Statue) was built in Donghwasa.

Meet Seonseung (Buddhist monks)

05  꼬꼬 입 맞춤

찜닭 먹으러 go go

Donghwasa동화사

지장시왕도 
(보물 제1773호)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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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는 승려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

해 사찰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킨 장터로,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까지 사찰에서 필요

한 생활용품이나 불구(佛具)를 거래하는 장터

로 전국 곳곳에서 크게 열렸다고 한다. 

승시는 시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장터에 모여 각 사찰의 

문화와 전통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기도 하였다. 따라서 승시는 스님들 사이에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야단법석’ 승시

Seungi is a monks’ marketplace where monks bartered for Bul-gu (holy ritual items of 
Buddhism) and daily necessities in order to procure the necessary goods until the Goryeo 
period where Buddhism was prosperous. Seungsi was held nationwide. Seungsi developed, 
not only into a marketplace, but also a channel by which information, tradition and culture 
were passed between monks in different temples.

Seungsi, full of vitality (Seungsi: a traditional monk’s market)

사찰의 문화와
전통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05  꼬꼬 입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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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오토

캠핑장은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좋은 위치로 인해 지역주

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인근에 바람소리

길 축제와 하중도에서 펼쳐지는 봄 유채꽃, 가을 코스모

스 등 볼거리도 가득하다.

금호강소리길 오토캠핑장

The auto campsite, surrounded by the scenic landscape of the Geumhogang River, 
became the place of healing repose for the local residents. Its affordable price and 
easy access makes the place even better. One can also enjoy spring canola flowers and 
autumn cosmos flowers in Hajungdo; and the Geumhogang Baramsorigil Festival in the 
area surrounding the Auto campsite.

Auto-camping site at Geumho River Sorigil

Kumho Auto Campground금호 오토 캠핑장

05  꼬꼬 입 맞춤

찜닭 먹으러 go go

83 84

DAEGU HAN
JUSARI

G
U

I
D

E
 

B
O

O
K



Duryu Park has held a festival of popular chicken dishes and chilled beer 
since 2015. The origin of this festival is related to the outdoor music hall 
inside the park. This outdoor music hall is named ‘Kolon Outdoor Music 
Hall,’ as it was built by Kolon Corporation in 2000. The outdoor music hall 
has the flat grassy sward which can accommodate up to about 27,000 
people. The visitors in this place started to enjoy fried chicken and beer 
sitting on mats across the lawn, and this custom developed into the 
‘Chimaek Festival,’ making Duryu Park the newest destination hot spot for 
chicken cuisine.

Duryu Park: a mecca of chicken dishes

05  꼬꼬 입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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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에는 2015년부터 치킨과 맥주를 이용

한 페스티벌이 생겨났다. 이 페스티벌의 기원은 

공원 내 야외음악당과 연관이 있다. 야외음악당

은 2000년에 코오롱이 지은 것으로 야외 공연장

과 2만 7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이 있는데, 이 잔디밭에서 많은 나들이객들이 돗

자리를 깔고 치킨을 시켜먹기 시작하면서 두류

공원이 치킨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치킨의 메카, 두류공원

대구시는 매년 7월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

는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코레일과 협의하여 

서울과 동대구역을 오가는 ‘치맥열차’라는 관광

상품도 개발하였다. 시민들이 한데 모여 치킨이

라는 가장 서민적인 음식을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또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마련하여 대구의 대표 

페스티벌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치맥 열차타고, 치맥 먹으러 떠나자

Daegu City holds the Chimaek Festival every July, and for the convenience of visitors, 
the city, cooperating with Korail, developed the tour program, ‘Chimaek Train,’ which is 
the special train scheduled between Seoul and Daegu for this festival. Furthermore, the 
city invites famous Hallyu (Korean Wave) singers for the performances in the festival. 
Indeed, Daegu Chimaek Festival becomes Daegu’s representative festival, as people 
gather together enjoying chicken dishes, one of the most ordinary foods for ordinary 
folks, in the most festive atmosphere.

Let’s get on the Chimaek Train and leave for enjoying Chim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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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꼬꼬 입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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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jja Yugi is the highest quality Yugi of its kind. Bangjja Yugi is a traditional Korean hand-
forged bronzeware. It is forged by alternately repeating the process of hammering the alloy 
of copper and tin, and putting it back in the fire to make it hot again. Yugi, made through 
this process, does not break or discolor easily. Rather, the more the Yugi is used, the more 
it gets polished. Furthermore, the material Bangjja is non-toxic, so it is widely used to make 
not only dinnerware but also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such as Jing (a large gong) and 
Kkwaenggwari (a small flat gong). Banjja technology is especially used when making musical 
instruments.

Daegu Bangjja Yugi (Korean Bronzeware) Museum, located in Palgongsan Mountain, has opened 
in order to hand down its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posterity and to promote the cultural 
asset of Bangjja Yugi around the world. The museum consists of three exhibition rooms: Yugi 
Culture Room, Donated Items Room, and Production Room; and other subsidiary facilities, such 
as Culture Sarangbang (Meeting Room), Video Education Room, and Special Exhibition Room. 
The museum houses 1,489 pieces of precious Yugi items that are defined in 275 different types. 
donated by Yugi Artisan Lee Bong-ju (designat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7 in 1983). Lee Bong-ju manufactured and collected these Yugi items all his life.

Bangjja Yugi: The best of best Yugi (Yougi: Korean traditional 
hand-forged bronzeware)

방짜유기는 유기 종류 중 가장 질이 좋은 것

으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불에 달구어 

가며 두드려서 만든 그릇이다. 이렇게 만들

어진 유기는 휘거나 잘 깨지지 않으며 비교

적 변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쓸수록 윤기가 

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짜는 독성이 없으

므로 식기류는 물론 징·꽹과리 같은 타악기

도 만든다. 특히 악기는 방짜기술만의 장점

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손꼽힌다.

팔공산에는 방짜유기를 널리 알리고 그 제작

기술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대구방짜유기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유기문화실, 기증실, 

재현실 등 3개 전시실과 문화사랑방, 영상교

육실,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소장품은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77

호로 지정된 유기장 이봉주가 평생 제작하고 

수집한 방짜유기 275종 1,489점이 있다.

유기의 으뜸, 방짜유기

In spring, people in Daegu gather around Palgongsan Mountain. The purpose of the 
trip is to have an enjoyable day out. Most people have been unable to enjoy a day 
out since the winter months. People are especially looking for the fragrant, fresh, 
crispy and juicy taste of~ Palgongsan Minari (water parsely). It is only available in 
the spring seasons for people to enjoy its genuinely unique taste. To enjoy Minari 
(water parsely) to its fullest, don’t forget to bring Samgyeopsal (pork belly meat) 
which pairs well with Minari. Breath in the scent of spring Minari, which hangs in 
the air in abundance. This Minari was raised in the crystal clear water of Palgongsan 
Mountain. Remember, pair it with Samgyeopsal for the best experience!

Fragrant and crispy taste! Full of the scent of spring

봄철이면 대구 사람들은 팔공산으로 향한다. 겨우내 

억누른 나들이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봄에

만 맛볼 수 있는 향긋하고 싱싱한 팔공산 미나리를 

맛보기 위해서이다. 미나리를 물씬 즐기려면 삼겹살

은 필수 준비물. 팔공산 맑은 물에 자란 향긋한 미나

리에 고소한 삼겹살을 더해 봄 내음을 느껴보자.

향긋한 맛, 아삭한 맛 봄내음 가득

사진출처 | 대구시청 공식블로그 시민기자단 ⓒcopyright 사진출처 | 동구청 페이스북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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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on of oriental medicine: Slow culture Journey down the road of time

Part06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살롱한방 슬로우 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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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chon-dong Handmade Shoes Alley is located behind 
Gyeongsang-Gamyeong Park in Jung-gu, Daegu. Since 1970, 
master artisans and businesses of handmade shoes have 
gathered in this alley, establishing its reputation that Daegu 
produces the best shoes for suits (Daegu=shoes for suit); and 
Busan sports shoes (Busan=sports shoes/sneakers). Daegu 
Handmade Shoes Alley became a reputable business in 1990. 
To this day, Hyangchon-dong Handmade Shoes Alley keeps its 
reputation with master artisans who have more than 20-year 
experience and over 60 shoemaking-related businesses.

Handmade Shoes Festival: The Red Shoes Story

06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살롱한방 슬로우 컬쳐

대구 향촌동 수제화 골목은 중구 경상감영공원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리가 수제화 관련업체들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로 ‘운동화=부산’, ‘구두=대구’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냈다.

대구 수제화골목은 1990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수제화 골목의 면모

를 갖추었다. 20년 이상의 제화 생산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구두를 

만들고 있는 골목으로 제화 관련 업체만 60여 곳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대구 내 수제화 골목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빨간 구두이야기’의 수제화 축제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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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 향촌문화관 Daegu Literature Museum  Hyangchon Culture Center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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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살롱한방 슬로우 컬쳐

대구 중심가에 있는 옛 골목길이다. 경상도

에서는 ‘길다’를 ‘질다’로 발음하는데, ‘긴 골

목’이 ‘진 골목’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 보

면 좁고 소박한 골목길이지만, 옛날 이 동네

는 대구 토착세력인 달성서씨 집성촌이자 

‘부자 동네’로 유명했다. 해방 이후에는 기업

인들과 재력가들의 거주지로도 각광받던 곳

이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양옥인 정소아과의원

(1928년 건립)을 비롯한 옛 건물들 사이를 

걷다보면 마치 근대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백년 전 그 곳을 거닐다

Jin-Alley is an old alley in central Daegu. ‘Jin Alley’ means ‘long alley’ in Gyeongsang-do Dialect: old 
people in Gyeongsang-do pronounce ‘Gilda’(long) as ‘Jilda’ in their regional dialect, and from this, ‘Gin 
Alley’ was named ‘Jin Alley.’ Now it looks plain and simple; however in the past the alley was well-
known with the rich neighborhood of Dalseong Seo’s cla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area was populated by a disproportionately high number of businessmen and men of fortune. 
When you stroll along the old buildings, such as Daegu’s first-ever western-style two-story house ‘Jeong 
Pediatrics Clinic’ (built in 1928), you will feel like you’re back in modern Daegu.

Stroll along the century-old alley

JinGolmok진골목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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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로 과거길 The Yeongnam Great Route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Daegu Yakjeon Alley, behind Hyundai Department Daegu Store, has 
become a famous marketplace that specializes in medicinal herbs and 
ingredients since the Joseon Dynasty. In the past, the market which has 
been named Yangnyeongsi, was known for trading medicinal herbs and 
was held twice a year: in spring and autumn respectively, which are the 
rich seasons for the growing of medicinal herbs. Afterwards, the market 
was limited to just once a ye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Yangnyeongsi market improved its reputation by developing 
overseas markets during the revival movement. The marketplace 
became Yakjeon Alley in 1970 as it developed into the special street we 
know today lined with medicinal herbs stores. In Daegu Yakjeon Alley, 
there is the Yangnyeongsi Museum of Oriental Medicine, and Daegu 
Yangnyeongsi Oriental Medicine Festival is held annually. 

Nationwide Festival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alon of Oriental Medicine

현대백화점 대구점 뒤편의 ‘대구 약전골목’은 조

선시대부터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시장이

다. 예전에는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각각 한 달씩 약재를 파는 장이 섰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1년에 한 차례

로 제한되었으나, 부흥운동으로 해외시장을 개

척하며 약령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쳤다.

1970년대에 한약 관련 상설 점포가 즐비한 거리

로 발전하면서 약전골목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이 있으며, 해마다 대구약

령시 한방축제가 열린다.

조선 8도인의 축제 
약령시, 살롱한방

06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살롱한방 슬로우 컬쳐

사진출처 | 當百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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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거대한 빗장이 열리고 환한 빛과 함께 서원의 이야기가 시작 된다. 국

악 관현악의 음악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의 모습이 나타나며 빛으로 서

원을 그린다.

서원의 밤을 훤하게 밝힌 미디어파사드는 아름다운 빛으로 구암서원과 대구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고 있다.

서원의 밤, 빛으로 물들이다

The massive front gate of Seowon opens, and the story of Seowon begins with the bright light beaming. The media 
facades brightly illuminate the night in Seowon, and the tale of Daegu and Guam Seowon unfolds itself in the layers 
of past, present, and future.

A Dazzling Night in Seowon

06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살롱한방 슬로우 컬쳐

Media facade
미디어 파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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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tea soothes your soul A relaxing cup of tea

Part07
차 한잔의 여유

차 한잔에 마음의 문을 열다

다
례

Darye : A Korean traditional tea cerem
ony

연
비
다
담

Yeonbi Dadam

일곱 번째 이야기



07  차 한잔의 여유

차 한잔에 마음의 문을 연다

Darye (茶禮) is a traditional tea ceremony practiced in Korea. The term Darye 
literally stands for ‘etiquette for tea,’ and the ceremony includes not only the 
etiquette to drink tea but also learning etiquette in the process of brewing tea. 

The scents of tea, flavor, and charm

다례(茶禮)는 차를 달여 마시는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차를 마시는 예절은 물론이고 차를 우리는 절차에서 

예절을 익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차향 · 맛 · 멋

茶香 味 美
The scents of tea Flavor Ch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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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차 한잔의 여유

차 한잔에 마음의 문을 연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모정이 빚어낸 작품이라 할까?

조선 중엽 고성이씨가 만든 약밥은 맛 뿐 만 아니라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접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접빈다례, 약밥에 담긴 고성이씨 이야기

Yakbap is Korean traditional sweet rice with dried nuts and jujubes, and it can 
be said that Yakbap reflects the love of mothers when they made the best food 
for their children to assist with their education. Yakbap, made by the Goseong 
Lee clan during the Joseon Dynasty, provides a broader awareness of Jeobbin 
(guest-greeting; hospitality) of Sadaebu family (the scholar-gentry class), 
together with the sweet and savory taste.

Jeobbin Darye (guest-greeting tea ceremony), 
Goseong Lee clan’s story of Yakbap

연비다담

Talking over the lives of women in Goseong Lee clan and Yakbab; 
and the story of Seonbi’s tea culture

Yeonbi D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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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서원 연비다담 Yeonbi Dadam of Guam S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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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8 
Attractions 
in Buk-gu

Best 8 Attractions in Buk-gu

北 區 八 景

HIRUE



01

북구 8경 중 제1경으로, 북구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위치한 섬이다. 금호강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

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 주말이면 연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이다.

The first spot of Buk-gu 8 Gyeong, Hajungdo Islet, is the small island 
located between Paldalgyo Bridge and Nogokgyo Bridge in Buk-gu. 
After the walking courses are created along the Geumhogang River, 
and the city planted canola flowers in spring and cosmos flowers in 
autumn, Hajungdo Islet gained more popularity from visitors ranging 
from couples, friends, to families, who want to enjoy the seasonal 
beauty of Hajungdo Islet.

Scenic flower island blooming on 
the river

금호강 하중도

景

Hajungdo Islet 
at the Geumhogang River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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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Kkotbora Garden꽃보라동산

The second spot of Buk-gu 8 Gyeong, Kkotbora Garden, is a 
cherry blossom spot and resting place built on the side of the 
road in front of the Daegu City Hall Annex building. This site 
between Docheonggyo Bridge and Gyeongdaegyo Bridge is a 
place where the views of cherry blossoms are breathtaking. 
Therefore, the number of tourists naturally increased and the 
Buk-gu District Office in Daegu developed this site into a tourist 
attraction. Thanks to the lights and sculptures installed on 
this spot, which enable people to enjoy cherry blossoms not 
only during the day but also at night,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ceaselessly go on a visit to Kkotbora Garden to take 
their life-shots. The cherry blossoms, blooming around the bike 
path and the trails, help people to refresh

Favorite Cherry Blossom spot in life

꽃보라동산

북구 8경 중 제2경으로 시청별관 앞 도로변에 조

성된 휴식공간이다. 도청교~경대교 사이 벚꽃이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이라 한명, 두명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이에 대구 북구청에서 본격적

으로 관광지로 개발하였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벚꽃을 즐길 수 있게끔 조명

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인생사진을 찍으

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자전거도로와 산책

로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싱그러워진다.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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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지 수변공원

03

景

The third spot of Buk-gu 8 Gyeong, Unamji Waterside Park is surrounded by 
Hamjisan Mountain and has a scenic landscape. It sits right next to the main 
roads, making it a perfect healing space inside the city. The park is design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to harmonize with nature. In addition, the 
facilities and landscapes in the park, such as a waterfall, a waterside stage, 
walking courses (deck roads), entertainment facilities, streams, exercise 
equipment, and a pavilion, are one of the main reasons people love this place.

The place of repose with nature

Unamji Waterside Park
운암지공원

북구 8경 중 제3경으로 함지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주변 자연경

관이 뛰어난 곳이다.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도심 속 힐링 공간

으로 손색없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조경을 하였고, 

폭포, 수변무대, 산책로(데크로드), 놀이시설, 계류, 체육시설, 정

자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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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대교 야경 04

The fourth spot of Buk-gu 8 Gyeong gives you a great opportunity to truly 
embrace the views of the sunrise and sunset over the Geumhogang River; 
and the beautiful night views, where the premium Skytrain, Daegu Metro 
Line 3, runs into the dazzling light of the Paldaldaegyo Bridge. The view 
of SkyTrain running beyond the sunset; and the dazzling night views of 
Paldalgyo Bridge are one of the best sights of Daegu.

Unforgettable night in dazzling blue light

북구8경 중 제4경으로 팔달대교의 화려한 빛깔 속으로 도시

철도 3호선인 명품 하늘열차가 지나는 아름다운 야경과 금

호강 일출·일몰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석양을 배경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풍경과 화려한 

조명의 팔달교 야경은 대구의 손꼽히는 경관이다.

The night view of 팔달대교 야경

Paldaldaegyo Bridge

景
HI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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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The fifth spot of Buk-gu 8 Gyeong is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ampus, located 
in Sangyeok-dong, Buk-gu. People, including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can enjoy 
a floral clock in spring and romantic campus atmosphere around Ilcheongdam Pond; 
and also in leaves-falling autumn and the snowy winter, people can make memorable 
moments at the outdoor museum: Wolpawon.

People at KNU lead the world into the fu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ampusBridge

景

북구8경 중 제5경으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으로 봄에

는 꽃시계, 일청담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낙엽이 지는 가을과 눈꽃이 내

린 겨울에는 월파원에서 한 컷의 추억을 담을만한 명소이다.

경북대학교 캠퍼스1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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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景

The sixth spot of Buk-gu 8 Gyeong, Hamji Park, is the largest 
neighborhood park in Buk-gu. With its scenic landscape and water-
play facilities, Hamji Park has become the place for healing and 
entertainment. It is where people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and nature inside the city.

A shelter where people meet nature

Hamji Park

A shelter where
      people meet nature

함지공원

북구 8경 중 제6경으로 북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

활공원이며,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조경시설

과 물놀이 시설도 갖춰져 있어, 도심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사진출처 | 대구시 공식블로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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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景

The seventh spot of Buk-gu 8 Gyeong, Guam Seowon is located at the 
foot of Yeonamsan Mountain and was established in 1665 in order to 
commemorate the virtue of the scholar Seo Chim. Guam Seowon, with 
the ancestral spirit of courtesy and sharing, still preserves the spirit of 
Seonbi by conducting various programs, such as Tradition and Culture 
Experience, Character Building and Etiquette Education, and so many 
others. Especially notable is the stunning night view embracing the 
whole city, providing you with an unforgettable moment.

Night view in Guam cherishes Dalgubeol

Guam Seowon
Night view in 

Guam cherishes Dalgubeol

구암서원

북구8경 중 7경으로 산격동 연암산중턱에 위치

한 구암서원은 서침(徐沉)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65년에 건립되었다.

배려와 나눔의 선비정신이 깃든 이곳은 전통문

화체험, 인성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구를 품은 도

시야경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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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정

08

景

Last but not least, the eighth spot of Buk-gu 8 Gyeong is 
Chimsanjeong Pavilion. One of the best writer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Seo Geojeong, wrote that this spot 
is one of the Daegu 10 Yeong (10 most scenic places in 
Daegu). This spot has become a beloved place to people, 
thanks to its stunning night view with glowing-sunset.

Beautiful Cityscape at Sunset

Chimsanjeong
Pavilion

북구8경 중 제8경인 침산정은 조선전기 최고의 

문장가였던 서거정 선생이 읊은 대구10영(대구

의 아름다운곳)중 한곳으로 노을이 저물 때의 만

조(晩照)와 저녁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

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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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2 Attractions in Daegu

01Palgongsan Mountain: where history unfolds its story
Palgongsan Mountain has Birobong Peak, and Dongbong and Seobong on each side in the shape of spreading wings. 
Birobong Peak is the highest peak in the range. The mountain surrounds the north side of Dalgubeol like Byeong Pung (a 
folding screen) and embraces many temples including Donghwasa Temple, Pagyesa Temple, Buinsa Temple, and so on. 
There are also Gatbawi where the legend says that Gatbawi grants you one wish if you sincerely pray for it; and there is 
also the General Sin Sunggyeom Historic Site that has the secret story of Taejo Wang Geon of Goryeo.

팔공산 Palgongsan Mountain

역사 이야기가 숨 쉬는 팔공산
팔공산은 최고봉인 비로봉과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동봉(東峰), 서봉(西峰)이 있다. 달구벌의 
북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을 품고 있다, 또한 정성껏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 준다는 속설이 전하는 ‘갓바위’와 고려 태조 왕건의 비화를 가지고 
있는 신숭겸장군유적지등 많은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02The mountain carpeted with azaleas
Biseulsan Mountain is a scenic mountain surrounding the southern part of Daegu and stretches its range to Apsan 
Mountain. As the nation’s largest Korean Rosebay (azalea) habitat, the breathtaking views of the mountain carpeted with 
azaleas in spring; and with maple leaves and miscanthus in autumn, attracts many visitors. Also, in Biseulsan Mountain, 
one can encounter the road to Yongyeonsa Temple with cherry blossoms blooming (selected as the Scenic Road of Daegu), 
Dodong Seowon, and Hyeonpung Gwak clan’s Jeongryeogak (commendation monument).

비슬산 Biseulsan Mountain

참꽃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비슬산은 대구의 남쪽지역을 감싸 안은 명산으로 앞산까지 그 줄기가 펼쳐져 있다. 봄에는 전국 
최대의 참꽃 군락지로 붉고 화사한 풍경으로, 가을이 되면 단풍과 참억새로 나그네들을 유혹 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벚꽃이 화사한 용연사가는 길과 도동서원, 현풍곽씨 
정려각도 들러볼 수 있다.

03The sky and river colored by the setting sun, the Arc embodying the blue wave
Gangjeong, the confluence point of the Nakdonggang River and the Geumhogang River, was the elegant place where 
Seonbi enjoyed boating, representing the spirit of Pungryu (a harmonious lifestyle of human and na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now beloved as a leisure place for citizens along with The Arc due to the construction of Gangjeong 
Goryeongbo. There is also the Dalseong Wetland, which is an inland wetland, and is a treasure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ere nature and culture co-exist.

낙동강 강정고령보 The Nakdonggang River Gangjeong Goryeongbo

하늘과 강이 석양에 물들다, 물 수제비 디아크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 강정(江亭)은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선유의 공간으로 풍류의 멋이 
있었고, 강정고령보의 건설로 디아크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내륙습
지인 ‘달성습지’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상태의 보고이다.

04The road to interact, the road to preserve natural ecology
Sincheon is an urban ecological river with water and wind running through central Daegu. Sinchoen, the lifespring, is the 
road of ecology where otters and other various creatures live; and the road of interaction where people come and go. It is 
a hot spot for enjoying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

신천 Sincheon

소통의 길, 생태의 길
신천은 대구 도심을 가로 지르는 생명의 젖줄로 물과 바람이 흐르고, 수달을 비롯한 갖가지 생물
들이 사는 생태의 길이며, 사람들이 오가는 소통의 길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도시형 생태 
하천이다.

05People, nature, light and taste
Suseongmot Lake is the largest artificial lake in Daegu. The scenic views of Suseongmot in all four seasons provide a 
shelter from the bustling city. Plus, it is one of the most romantic places, where one can enjoy the scenery and customs of 
the urban city, at the same time, feeling the leisure of modern life. In addition, Deulangil, the nearby food town, provides 
the taste of Daegu with various cuisines.

수성못 Suseongmot Lake

사람 · 자연 · 빛과 맛
수성못은 대구 시가지 내에 가장 큰 인공호수이다.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휴식처로서 사계절 아름
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흥미로운 도회지의 풍물과 현대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
는 낭만적인 곳이다. 또한 인접한 ‘들안길’에서 수많은 먹거리로 대구의 맛을 느낄 수있다.

06A matrix of Daegu History
Dalseong Toseong (Historic Site No. 62) was built by the group of people, at their residential area, who formed a central 
force in this region from Bronze Age onwards. Like Gyeongju Wolseong, it is regarded as the epitome of the early 
fortresses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달성토성 Dalseong Toseong

대구역사의 모태
달성(사적 제62호)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그들의 생
활근거지에 쌓은 성곽이었는데, 경주의 월성과 같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초기 성곽의 전형으
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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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2 Attractions in Daegu

07The capital of 400-year-history Yeongnam, the journey down the road of time
Daegu became the central city of Yeongnam, tak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in 1601 (the 34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Gyeongsang Gamyeong becomes the significant historic site for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Yeongnam region, centering on Seonhwadang Hall (Daegu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 
the governor’s office; and Jingcheonggak (Daegu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 Plus, near Gyeongsang Gamyeong, there 
are many alleys, such as Yakjeongolmok Alley, Jin Alley, and so on where tradition meets the modern in central Daegu.

경상감영과 옛골목 Gyeongsang-Gamyeong and Old Alley

400년 영남의 수도,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경상감영은 선조34년(1601년) 대구에 설치되면서 대구를 영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경상감사가 집무를 보던 선화당(대구유형문화재1호)과 관찰사의 처소였던 징청각(대구유형문화재2
호)을 중심으로 경상감영은 영남의 정치·경제·문화의 상징적 역사공간이 되었다. 또한 약전골목, 
진골목 등에 담긴 이야기와 예스러운 풍취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간직한 거리들이 인접해있다.

08Cultural Arena germinating from patriotism
Gukchaebosang Memorial Park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e spirit of the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initiated in Daegu in 1907; and also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by campaigning the second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It also provides a comfortable refreshing 
place for citizens by securing green space in urban areas.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Gukchaebosang Memorial Park

나라사랑으로 꽃피운 문화 큰 마당
1907년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운동의 시민정신을 기념하고, 제2의 국채 보상 운동 전개로 IMF 
경제난 극복은 물론 도심지 내 녹지 공간 확보로 시민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
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09Central City Plaza with full of youth’s vitality
Dongseong-ro is one of four Seong-ros (Dongseong-ro, Seoseong-ro, Namseong-ro, and Bukseong-ro) and is the representative street of downtown Daegu. It is about 
900-meter long, ranging from the Daegu Station Intersection to Jungang Police Operation Center. The places there, such as Gyodong Jewellery Market Street, Tteokbokki 
Alley, Bags Alley, Yasi-golmok Alley, and Guje-golmok Alley form the important local businesses; and there are also various brand shops, department stores, and movie 
theaters, which play a leading role for the youth’s shopping and culture. Furthermore, the first transit mall of Korea was created from Banwoldang Intersection to Daegu Station 
Intersection (1.05-kilometer long) in 2009, and has become a premium boulevard, along with Dongseong-ro, with the concept of being human-friendly and eco-friendly.

동성로 Dongseong-ro
젊음이 살아 숨 쉬는 도심 광장
동성로는 사성로 중에서 대구역 네거리부터 중앙치안센터 사이 구간(900m)으로서 대구의 대표적인 
중심 번화가 중의 하나이다. 교동 귀금속거리, 떡볶이골목, 가방골목, 야시골목, 구제골목 등 각종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브랜드샵, 백화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젊은이들의 쇼핑과 문화를 선
도하고 있다. 2009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전용기구’(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km)
는 친인간적, 친환경적인 컨셉으로 동성로와 더불어 명품가로(名品街路)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A bowl of savory Kaljebi noodles feeds the soul with generosity of Daegu
Daegu’s Seomun Market was the largest market in Samnam (Chungcheong-do Province, Gyeongsang-do Province, and Jeolla-do Promince) and was regarded as one of the nation’s 3 markets. Even today, it 
is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rket in Daegu, which has flourished centering on textile goods, such as Judan (silks and satins) and Pomok (linen and cotton); and various types of food. Seomun Market 
provides the generosity of Daegu and the vitality of Jangteo (marketplace), embodying Daegu people’s love towards their hometown. Kaljebi is an eccentric food in which one can taste Kalguksu and Sujebi at 
the same time. Kaljebi offers the harmonious taste of savory dried-anchovy broth and chewy noodles with Sujebi; and Kaljebi is the quintessence of food that represents the warm heart of Seomun Market.

서문시장 Seomun Market

구수한 칼제비 한 그릇에 담긴 넉넉한 인심
대구 서문시장은 조선 후기 삼남(三南,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전국 3대 시
장의 하나로 꼽혔다. 오늘 날에도 주단(紬緞)이나 포목(布木) 등의 섬유 제품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중
심으로 번창하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이다. 구수한 대구의 인심과 장터의 활기찬 에너지를 동시
에 느낄 수 있는 대구시민의 애향(愛鄕)이 깃든 곳이라 할 수 있다. 칼제비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동시
에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으로, 뜨뜻하고 구수한 멸치국물, 쫄깃한 면과 수제비의 환상적인 조화를 
맛볼 수 있는데 이 칼제비는 서문시장의 인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1Into the light of Daegu’s landmark
83 Tower, located in E-World, Daegu, has the observation deck, where you can look over the whole city of Daegu; the 
Telecommunications Center; Science Center; and Special Exhibition Center. In the restaurant, which revolves around the 
tower, you can enjoy the scenic views of Daegu while enjoying the cuisine. Plus, the night view of Daegu from the tower 
will give you a thrilling excitement.

83타워 83 Tower

대구의 랜드마크 빛 속으로
이월드 내에 위치한 83타워는 대구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통신 홍보관, 과학관, 기
획전시관 등이 있다. 회전 레스토랑은 타워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한곳에 앉아 음식을 즐기면서 
대구시를 전망할 수 있으며, 스카이라운지에서 대구의 야경을 내려다 볼 때는 짜릿한 흥분을 느낄 
정도다.

12Thundering shouts: The power of Daegu
Daegu Stadium was first named ‘Daegu World Cup Stadium’, but it changed to Daegu Stadium in 2009. Up until 2018, it 
was used as the home stadium of Daegu FC, a classic K-League team. It is the largest sports facility in Daegu, where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2003 Daegu Summer Universiade, and the 2011 Daegu World Athletics Championships 
were successfully held.

대구스타디움 Daegu Stadium

우렁찬 함성, 대구의 힘
처음에는 ‘대구 월드컵경기장’으로 명명되었으나, 2009년에 ‘대구 스타디움’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까지 K리그 클래식 팀 대구 FC의 홈 구장으로 쓰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구 최대의 
체육시설이다. 가을이 되면 주변 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의 나들이 장
소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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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길 돌아 
백불암고택을 가다

충절의 본향 묘골- 
마음을 다하여 산 그들의 삶

옻골마을은 경주최씨 대암공파의 400년 세거지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로 지정

된 백불암고택을 비롯한 여러 채 고가(古家), 재실, 정려각 등이 있는데, 전통가옥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어내는 돌담길은 전형적인 반촌[양반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우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연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세대를 이어가며 만들고 덧붙인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다.

육신사가 있는 대구 하빈면 묘골은 순천박씨 집성촌으로 조선단종(端宗) 때 사육신(死

六臣)의 한 사람인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1417~1456]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영남의 대표적인 양반 마을이다. 마을에는 육신사(六臣祠)와 달성 태고정(達城

太古亭), 도곡재(陶谷齋), 달성 삼가헌(達城三可獻) 등의 문화유산이 즐비하며, 충절(忠

節)의 본향(本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Go around the stone wall toward 
Baekbulam Historic Hanok House

Myogol Village, the home of loyalty: 
The lives of patriotic spirits

Otgol Village is a 400-year-old village belonging to the descendants of Choi Dongjib (pen name: Daeam), the direct ancestor of the Gyeongju 
Choi clan. In the village,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the Baekbulam Historic Hanok House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 261), 
several old Hanok houses, Jaesil (a family shrine), and Jeongryegak (commendation monument to Choi Heungwon). In addition, Otgol village has 
beautiful stone walls leading into old traditional houses. Those stone walls harmonize with the antiqueness of the surrounding village Banchon 
(village of scholar-gentry class of the Joseon Dynasty), creating a variegated, and yet, tranquil atmosphere as the seasons change. Otgol Village 
i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site created by the village people through many generations, embodying the aesthetic of Koreans.

Myogol in Habin-myeon, Daegu, where Yuksinsa Shrine is located, is the traditional village of Suncheon Park clan and the representative 
Banchon (village of scholar-gentry class of the Joseon Dynasty) of Yeongnam area in Gyeongsang-do. Myogol Village has been populated by 
the descendants of Park Paengnyeon (pen name: Chwigeumheon), one of the Six Martyred Ministers. Myogol Village is known as the home 
of righteous loyalty and is full of cultural heritages, such as Yuksinsa Shrine, Dalseong Taegojeong Pavilion, Dogokjae Shrine, and Dalseong 
Samgaheon House (antique Hanok).

Where Daegu's History and Tradition Reside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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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왕의 원찰(願刹) 
팔공산 파계사

선비들의 묵향, 
도동에 머물다

팔공산의 대표적 사찰중 하나로 신라 애장왕 5년(804)에 심지왕사가 창건하였고, 임진

왜란으로 불탄 절을 계관법사가 중창(重創)하였으며, 숙종 연간에 현응스님이 삼창(三

創)하였다. 현응스님의 기도로 영조가 태어나자 숙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계사를 

영조의 생전·사후의 복을 기원하는 축원당(祝願堂)으로 삼았다.

파계사는 영조의 어의(御衣)를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도동서원(道東書院)은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한사람이자 소학동자(小學童子)로 불리는 

한훤당(寒暄堂)선생을 모신 서원이다. 한훤당 김굉필(金宏弼)(1454~1504)선생은 영남

학파 종조(宗祖) 김종직의 제자로 동방오현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며, 이황도 그의 학문

을 논하며 ‘도동(道東)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칭송하였다.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

고 대니산 자락이 강을 향해 자세를 낮춘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학자(大學者)의 선비정

신을 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Pagyesa Temple in Palgongsan Mountain: 
Wondang Sachal (the royal Buddhist temple) for King Yeongjo

Dodong Village: The spirit of Seonbi blooming through 
Mukhyang—scent of ink

Pagyesa Temple, one of the prestigious temples in Palgongsan Mountain, was established by a priest named Wangsa (royal preceptor) Simji in 
the fifth year of King Aejang’s reign in the Silla era (804). Later, the temple was rebuilt by Master Gyegwan-beobsa after it had been burnt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mjin Waeran); and it was refitted by the Buddhist priest Hyeoneung during King Sukjong’s reign. 
When Yeongjo was born after Hyeoneung prayed, King Sukjong made Pagyesa a worshiping hall to pray for Yeongjo’s fortune both during his life 
and after death. Pagyesa Temple houses various cultural assets including King Yeongjo’s Eoui (King’s clothing), and scenic places with peaceful 
and tranquil atmosphere of the temple.

Dodong Seowon is the Confucian academy and memorial hall for a scholar Kim Goengpil (pen name: Han-Hwondang) known as one of the five 
Eastern sages and Sohak-dongja. Kim Goengpil studied and practiced the academic ethics of Sohak all his life, so people called him Sohak-
dongja. Han-Hwondang Kim Goengpil is a disciple of Kim Jongjik (pen name: Jongjo), a teacher at Yeongnam School. Kim Goengpil is considered 
the best of the five Eastern Sages. In fact Yi Hwang (pen name: Toegye) extolled his academic achievement remarking “The ethics of a Dodong 
Confucius came to the East.” Dodong Seowon nestles in the area where Daenisan Mountain overlooks the surrounding Nakdonggang River. 
Dodong Seowon has been inscribed by UNESCO World Heritage as 'Korean Seown' in 2019, and hands down the spirit of the greatest scholar to 
posterity.

Where Daegu's History and Tradition Reside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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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에서만 느끼는 
눈 호강, 입 호강

Special Pleasure for 
Eyes and Mouth, 
Only in Dalgubeol

글 | 이 춘 호  영남일보 음식전문 기자

By Lee Chun-ho, a food reporter, Yeongnam Ilbo

대구는 알려진 것 보다 산해진미로 만들어진 먹거리가 다양하다. 

대구 십미라고 지칭되며 따로 찾아 다닐 정도로 맛이 있고 

아련한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맛을 선사한다.

우리네 전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트렌드에도 밀리지 않는 

풍부한 맛의 세계로 떠나보자!

Daegu has a wider variety of food products made from wild seafood than is known. It is referred to as 
“Daemi,” and it is delicious enough to go around. It brings out the taste that evokes the nostalgia of 
vague memories. As our traditions are felt, we are not pushed by trends. Let's go to the rich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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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포함한 경상도는 길재-김숙자-김종직-이황-조식 등으로 이어지는 영

남사림파의 본향. 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사음식에 비상한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제수

(祭需)문화’가 그 어떤 고장보다 활성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안동은 ‘한국 정

신문화의 수도’, 영주는 ‘선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안동의 명물이기도 한 

헛제사밥은 예전 배고픈 유생들이 제사를 핑계로 가짜제사밥(헛제사밥)을 해

먹는 과정에 탄생됐다. 사실 헛제사밥은 음복용 제사음식의 연장이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상업화되면서 헛제사밥 밥상이 경상도권 식당가에서도 인기

를 끌게 된다. 세월이 달라지면서 헛제사밥 전문점이 거의 사라졌지만 진주와 

안동에는 아직도 헛제사밥 전문점이 있다. 

1925년 최영년이 쓴 ‘해동죽지’를 보면 ‘대구부 내 음식점에서 허제밥을 판매하

는 데 맛이 있어 유명했고 일명 헛제삿밥이라 불렸다’란 기록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 팔공산 아래, 그리고 달서구 대구수목원 근처 제비원 등에서도 이 메뉴

를 팔았다. 이후 대구식 비빔밥은 전주식 비빔밥과 융복합 된다. 그 원형을 맛보

려면 시내 동성로 ‘개정식당’을 찾아가야 된다. 또한 2013년 전국 첫 사찰비빔밥

을 개발한 달성군의 일부 업소(일원정 등)에 예약하면 새로운 버전의 대구비빔

밥을 맛볼 수 있다. 대구의 대표적 성씨 중 하나인 달성서씨 서침 선생의 정신이 

담겨 있는 구암서원에서 대구 헛제사밥과 조선조 성리학 문화가 스며든 접빈객 

봉제사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서당골 선비비빔밥’에 마음을 담아본다.

대구의 소고깃국을 요리학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따로국밥·육개장·선지해장국)

다. 따로국밥과 대구육개장은 그 출발이 조금씩 다르다. 따로국밥은 장터, 주막, 술국집 

등에서 유행한 사골육수·선지·우거지·콩나물·토란대 등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해장국’을 

베이스로 해서 진화해 왔다. 해장국을 베이스로 한 대구탕반에서 파생된 대구탕(大邱湯)

을 혼합한 스타일이라 보면 된다. 반면 대구식 육개장은 해장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개장에서 발원을 했다. 

1926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서울 공평동에도 대구탕반이란 음식을 판매하는 식

당이 있다’란 구절이 나온다. 그 대구탕반은 육개장 스타일이다. 1929년 12월 1일자 종합

잡지 별건곤에 ‘대구의 자랑 대구탕반’ 중에 이런 대목이 보인다. 대구탕반은 본명이 육

개장이다. 서 말지기 가마에다 고기를 많이 넣고 곰 고듯 푹신 고아서 우러난 물로 국을 

끓이는데 고춧가루와 소기름을 흠뻑 많이 넣는다. 소고기로 개장처럼 만든 것인데, 시방

은 큰 발전을 해 본토인 대구에서 서울까지 진출을 하였다.’

Gyeongsang-do, including Daegu, is the home of Yeongnam 
Sarim School, that carries the academic lineage from the 
scholars originated from Gil Jae and continued with Kim Sukja, 
Kim Jongjik, Yi Hwang, and Jo Sik. Daegu cultivated the new 
food culture tak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Gyeongsang-
Gamyeong Provincial Office in 1601. In particular, Daegu showed 
interest in the food for the ancestral rituals, consequently 
developing a more advanced culture for performing ancestral 
rituals than any other region. It is well known that Andong is 
‘Korea’s Spiritual Culture Capital’ and Yeongju is ‘The Home of 
Seonbi, the Confucian scholars.’ Actually, Heotjesabap, one of 
the local specialty foods of Andong, is an extension of the feast 
for ancestral rituals that family members enjoy after finishing the 
ceremony. As the literal meaning of Heotjesabap implies, it is the 
food (bap) for mock ancestral rituals (Heotjesa) and was originally 
created by Yusaeng (Confucian scholars). 

Back then, food was insufficient, so some of the scholars prepared 
the food for fake ceremonies and enjoyed it. Interestingly, 
nowadays as the custom of Heotjesabap is commercialized, the 
dish attracts many visitors to the restaurants in Gyeongsang-do 
Province. You can still visit the traditional restaurants specializing 
in Heotjesabap in Jinju and Andong, even though those specialty 
restaurants have been slowly disappearing over time.

According to Haedongjukji, written by Choi Yeongnyeon in 1925, 
there is a record: “Some restaurants in Daegu-bu (Daegu local 
government) served ‘Heojebap.’ It was famous for its pleasant 
taste and was also known as ‘Heotjesabap’.” Until the early 
2000s, the local restaurants near Palgongsan Mountain; and 
Jebiwon Restaurant, the one adjacent to Daegu Arboretum in 
Dalseo-gu, served Heotjesabap. After that, Daegu-style Bibimbap 
was combined with the Jeonju-style one. If you want to try 
the original Daegu-style Bibimbap, you can visit ‘Gaegjeong 
Restaurant’ in Dongseong-ro Street, downtown. Plus, if you make 
a reservation at some restaurants in Dalseong-gun, Daegu where 
the first-ever Sachal Bibimbap (Buddhist temple-style Bibimbap) 
menu was developed, you can enjoy the new version of Daegu 
Bibimbap. 

In Guam Seowon where the spirit of the scholar Seo Chim of 
Dalseong Seo clan, one of the prestigious surnames in Daegu, 
still lives on, you can enjoy ‘Daegu Heotjesabap’ and ‘Seodanggol 
Seonbi Bibimbap’. Doing so will allow you to envisage the spirit 
of our ancestors who valued the culture of Seongrihak (Neo-
confucianism) and Jeopbingaek-Bongjesa (greeting guests with 
hospitality and performing the ancestral rituals respectfully).

The gastronomy classification of Daegu-style beef soup includes three 
main types: Ttaro-gukbap (beef soup and rice), Yukgaejang (spicy beef 
and vegetable soup), and Seonji Haejang-guk (clotted beef blood and 
vegetable soup). Each Ttaro-gukbap and Daegu Yukgaejang has a slightly 
different origin. Ttaro-gukbap has developed into its current form based 
on Haejangkuk. Haejangkuk is known as a hangover cure soup, popular 
in the places like Jangteo (marketplaces), Jumak (a tavern), and Sulkuk 
(hangover cure soup) restaurants. Its main ingredients are beef broth, 
dried napa cabbage, bean sprouts, and taro stem. It can be said that 
Ttaro-gukbap is the altered version of Daegu-tang (beef and vegetable 
soup) derived from Haejangkuk-base-soup ‘Daegutangban’. In contrast, 
Daegu-style Yukgaejang is quite different from Haejangkuk and has its 
origin of Gaejang. According to Dong-A Ilbo (a daily newspaper) on May 
14, 1926, there is an article saying “In Gongpyeong-dong, Seoul, there 
is the restaurant that serves Daegutangban.” The Daegutangban served 
there is Yukgaejang-style. In addition, the magazine Byeolgeongon, as of 
December 1, 1929, has an article, titled “Daegutangban: The Speciality 
of Daegu,” saying “The original name of Daegutangban is Yukgaejang. 
First, one makes a savory beef broth by putting bountiful amount of 
meat in the huge iron-cast pot and boiling it for several hours. Then add 
enough red pepper power and beef tallow. The recipe is similar to that 
of Gaejang, but uses beef. These days, it has gained popularity and has 
been introduc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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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결대로 찢지 않고 뭉텅뭉텅 썰어넣는다. 단지 소양을 넣는 

게 대구와 다른 점이다. 대구에는 따로국밥 이외에도 다양한 소고

깃국들이 산재해 있다. 중구 미싱 골목 옆 시장북로에 있는 옛집

육개장, 벙글벙글, 진골목 등은 선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골육수를 

베이스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구육개장으로 불리길 원

한다. 고기를 결대로 찢는 서울식 육개장은 아니다.

또 다른 명가로 대덕식당이 있다. 대덕식당은 여타 다른 식당과 

레시피가 상당히 다르다. 육개장보다 선지해장국에 더 가깝다. 사

골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선지와 우거지를 부가 재료로 사용한다. 

뭉텅뭉텅 소고기를 썰어 넣지도 않는다. 이건 선지와 사골육수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선 국일따로국밥과 비슷한 대구식 해장국 스타

일이다. 토박이들은 이게 대구탕반이 육개장으로 넘어가기 전의 

대구탕 스타일의 소고깃국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대구개장국의 

한 흐름을 이어간 서구 원대동 대원식당도 한 발언권을 갖고 있

다. 동시에 현풍·고령장의 소구레국밥도 대구식 선지해장국의 새

로운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청진옥도 결국 대덕식당과 비슷한 계열이라 보면 된다. 서

울식과 달리 대구에선 유달리 마늘 양념을 많이 사용하고 무보다 

대파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성우 교수의 ‘한국요리문화사’(교문사·1999)에 대구탕과 육개장

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온다. ‘약간 변형된 대구식 육개

장이 상경해서 서울의 식적에 오르면서 ‘대구탕’이라 불리었다. 대

구탕은 서울식 육개장처럼 고기를 잘게 찢어서 얹는 것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푹 삶아 고기의 결이 풀릴 정도로 익히는 것

으로 보다 푸짐하다.’

이 대목이 서울식과 대구식 육개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식은 소고기를 결대로 찢어 넣고 대구식은 현재 대

구의 여느 육개장집처럼 고기를 찢지 않고 뭉텅뭉텅 썰어 넣는 형

태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용한 고기를 어떻게 저미는가에 따라 서

울식과 대구식 육개장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후 대구탕은 대중화되지 않고 슬그머니 사라진다. 지금도 대구

에선 대구탕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맛 칼럼니스

트로 불리는 홍승면(1927~1983)이 1976~1983년까지 쓴 ‘백미백상

(百味百想)’에 보면 ‘육개장과 비슷했던 대구탕은 지금 어디로 갔

는지, 육개장에 자리를 양보하고 은퇴한 것인가. 지금 서울거리에

는 대구식 따로국밥이 퍼지고 있다’라고 했다. 대구탕의 흐름을 받

은 서울 지역의 식당 중 대표격은 1937년 생긴 중구 을지로3가 ‘조

선옥’이다. 여기에선 지금도 육개장을 대구탕으로 판다. 자료처럼 

In Cultural History of Korean Foods published by Gyomunsa in 1984, 
professor Lee Seong-woo elabo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aegu-tang 
and Yukgaejang: “A slightly altered version of Daegu-style Yukgaejang 
was introduced in Seoul and called ‘Daegu-tang’. Unlike Seoul-style 
Yukgaejang which is served with shredded beef on top, Daegu-tang boils 
and then simmers chunks of beef until the meat becomes very tender, and 
it is served more generously.”

This passage plainly shows how Seoul-style and Daegu-style Yukgaejang 
are different. Seoul-style puts shredded beef on the top, while Daegu-style 
uses chunks of beef, not shredded one. Depending on the way one cuts 
the beef, Yukgaejang will be divided into Seoul-style and Daegu-style.

After this, Daegutang never became popularized, and it vanished from 
the market. Even now, there remains no vestige of Daegutang in Daegu. 
Hong Seungmyeon (1927~1983), the first-ever taste columnist in Korea, 
states in his work “Baekmi-Baeksang,” “Where did Daegu-tang, which 
was similar to Yukgaejang, disappear to? Did it give way to Yukgaejang 
and retire? Now, in the streets of Seoul, Daegu-style Ttaro-gukbap is being 
popularized.” Joseonok, the restaurant in Eulgiro 3-ga in Jung-gu, remains 
as one of the few representative places where one can trace the history 
of Daegu-tang in Seoul. Joseonok still serves Yukgaejang as Daegu-tang. 
As the literature shows, it uses meat cut into chunk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t uses beef intestine. Besides Ttaro-gukbak, Daegu has various 
kinds of beef soup. For instance, restaurants, such as Yetjip Yukgaejang, 
a long-established restaurant located in Sijangbukro, Jung-gu, adjacent 
to Sewing Machine Alley; Beonggeul Beonggeul Jjim Galbi; and the 
restaurants in Jingolmok Alley want their beef soup to be referred as 
Daegu-Yukgaejang because they do not use clotted beef blood or a beef 
broth base. In addition, their soup is not Seoul-style Yukgaejang, which 
uses shredded beef.

Another well-known restaurant is Daedeok Restaurant. Daedeok 
Restaurant has recipes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restaurants. The 
beef soup that Daedeok serves is closer to Seonji Haejang-guk (clotted 
beef blood and vegetable soup) than Yukgaejang. Its main ingredients are 
beef bone broth, clotted beef blood, and dried napa cabbage, but no beef 
chunks included. It is Daegu-style Haejang-guk similar to the one served by 
another famous restaurant Gukil Ttaro-Gukbab in terms of using beef bone 
broth and clotted beef blood. Some Daegu natives consider Daedeok’s 
beef soup as Daegu-tang-style beef soup that is the earlier style of 
Daegutangban before it was altered to Yukgaejang. In addition, Daewon 
Restaurant in Wondae-dong, Seo-gu, also serves a beef soup that partially 
embodies the style of Daegu Gaejang-guk; and Suguregukbap (chewy beef 
rind and rice soup) served in Goryeong Market in Hyeonpung is another 
altered style of Daegu-style Seonji Haejang-guk. 

It can be said that Cheongjinok Restaurant in Seoul and Daedeok 
Restaurant in Daegu are alike. Daegu has a distinct recipe from the one 
in Seoul: Daegu-style recipes use plentiful garlic and large green onions 
instead of white radish.

Daegu-tang
The root of Ttaro-guk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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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구를 주름잡은 대표적 국수 공장이 있었다. 삼성그룹

을 일군 이병철 창업주가 중구 인교동에 세운 ‘별표국수’와 옛 부민

극장 맞은편 ‘닭표국수’였다. 광복 직후 국수공장이 난립한다. 

1948년 닭표에 대적하기 위해 권팔수씨(1962년 작고)가 북구 침산동 

1501에 ‘소표국수(대양제면)’를 세운다. 이어 왕관 국수, 내당동 봉

표국수가 각축전을 벌인다. 이어 말표, 곰표, 백양표, 영양국수, 새농

촌, 금성, 달성, 종표, 제비표, 학표 등 무려 30여개가 난립된다. 하지

만 다 사라지고 현재 대구에는 풍국면을 축으로 좌우에 소표와 금성 

국수 정도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국면의 전신은 1933년 3

월18일 서구 내당동 현재 내당파출소 동편 마루요시(丸吉) 제분·제

면 공장. 이때 시스템은 반자동. 1973년 6월 풍국면 노원 공장 준공

식을 갖는다.

국내에서 가장 국수파가 많은 도시는 대구와 부산이다. 부산은 잔치

국수를 비며먹는 걸 좋아하고 대구는 칼국수에 목을 맨다. 대구식 

국수를 일명 ‘누름국수’라 한다. 홍두깨로 밀가루 반죽을 밀어 국수

를 뺀다는 의미로 ‘경상도 칼국수’의 별칭이다. 사골, 해물 등이 들어

가지 않고 멸치 국물을 맛국물로 쓴다는 게 특징.

1970년대부터 대구에 ‘국수의 봄날’이 찾아온다. 수제 칼국숫집과 공

장표 국숫집으로 양분된다. 물론 처음엔 공장표가 압도한다. 특히 대

구 국수 옆에는 항상 암뽕·간·돼지수육이 실과 바늘처럼 붙어다닌다. 

노보텔 자리에 있었던 국세청 옆에 국수거리가 처음 형성된다. 국수 

및 분식 장려운동 때문에 근처 시청 공무원 등이 특수를 일으킨 것이

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범어네거리에 ‘고향집칼국수’, 들안길 ‘봉

창이칼국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흐름을 수성구 ‘참깨국수’와 

신천동 ‘태양국수’ ‘바르미 샤브샤브칼국수’ 등이 이어받는다. 

아무튼 정통 대구식은 칼국수 스타일은 아니다. 대다수 수제가 아니

고 계약된 제면소의 면을 받아서 사용한다. 칼국수는 면발이 거칠

다. 대구식은 칼국수보다 면발이 가늘고 가지런하고 곱고 심플하다. 

해물육수 대신 멸치 육수, 채소도 얼갈이·청방배추가 선호된다. 고

명은 다진 소고기, 볶은 호박채, 김 정도만 들어간다. 여느 업소의 칼

국수가 뚝배기 같다면 대구식은 ‘백자’ 같다. 씹어 먹는다기보다 후

루룩 국물처럼 들이켠다. 이런 속성을 가진 업소는 명덕네거리 근처 

‘명덕 할매집’, 대백 근처 ‘경주할매칼국수’, 경상감영공원 옆 ‘상주전

통칼국수’, 계산동 ‘금와국수’, 동산동 ‘별미국수’ 등이 있다. 특히 서

문시장 국수거리에 가면 무려 100여개의 칼국수가게가 있다.

대구는 전국 최고의 국수소비 도시. 국수 종류도 A부터 Z까지 다양하다. 80년대 말

까지만 해도 대구가 전국 국수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공장도 현재 대구에 있다. 바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풍국면’(대표 최익진). 올해 

82년 역사다. 부산의 최고 국수공장인 구포국수는 72년 역사.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 검증팀이 전국에서 가장 

착한 국숫집을 수소문했다. 어렵사리 한 곳을 찾아냈다. 바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우리밀 원조할매 칼국수였다. 이 정도면 대구 국수가 ‘금메달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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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is the largest noodle-consumption city in the country and provides a variety of noodle choices ranging 
from A to Z. Until the end of the 1980s, Daegu accounted for over 50% of the Korean noodle market. The 
oldest noodle factory in Korea is actually in Daegu, with its factory name Poongkukmyeon. This 82-year-
old factory is located in Nowon-dong, Buk-gu, and its president is Choi Ikjin. Gupo Noodle, the best noodle 
factory in Busan, has a 72-year-history of manufacturing noodles. Meanwhile, the investigation team of the 
Channel A TV program, “PD Lee Young-Don’s Food X-Files,” searched for ‘the most reliable and best’ noodle 
restaurant and managed to find one. It is ‘Wonjo Halmae Kalguksu’ located in Samsan-ri, Gachang-myeon, 
Dalseong-gun, Daegu. Considering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Daegu noodles deserve a golden medal.

There were two leading noodle factorie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eolpyo Noodle 
established by Lee Byung-chul, the founder of Samsung Group, and located in Ingyo-dong, Jung-gu; and 
Dakpyo Noodle, located across former Bumin-kwan theater. Right after regaining independence, noodle 
factories sprung up competitively. In 1948, Gwon Pal-su (deceased in 1962) founded ‘Sopyo Noodle‘ 
(Daeyang-Jaemyeon) in Chimsan-dong 1501, Buk-gu to compete with Dakpyo Noodle. Afterwards, 
Wangkwan Noodle and Bongpyo Noodle were established in succession, and competed with other noodle 
factories. Later, as many as 30 noodle factories were founded, such as Malpyo, Gompyo, Baekyangpyo, 
Yeongyang Noodle, Saenongchon, Geumseong, Dalseong, Jongpyo, Jaebipyo, and Hakpyo. The former 
factory of Poongkukmyeon, the oldest noodle company in Korea, was Maruyoshi gristmill and noodle 
factory which was located in the east side of the building which is currently Naedang police box in Seogu, 
Naedang-dong. Maruyoshi was established on March 18, 1933 and was equipped with a semi-automatic 
system. Later in June 1973, the completion ceremony of the Poongkukmyeon factory was held in Nowon-
dong, Daegu.

Daegu and Busan have the largest number of noodle lovers in the country: in Busan, the people’s favorite 
is Janchi Guksu (warm noodle soup, or also known as Banquet noodles); and in Daegu people are fond 
of Kalguksu (warm noodle soup using knife-cut noodle). Daegu-style noodles are called ‘Nureum-guksu’ 
(pressed noodles) which is another name of ‘Gyeongsang-do Kalguksu.’ Nureum-guksu is made by rolling 
out noodles by using a wooden rolling pin.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Nureum-guksu recipe is to make 
broth only with dried anchovy, without any beef bone or seafood. Since 1970, Daegu has enjoyed the 
flowering success of noodles. The noodle businesses are divided into the two: the restaurants of handmade 
Kalguksu and factory-made noodle. In the beginning, factory-made noodles won over handmade ones. 
One thing interesting is that when Daegu noodles are served, they are always paired with some kind of 
meat, such as boiled pork slices including pork uterus and pork liver. Noodle Alley was created next to 
the former sit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ffice, where Novotel Ambassador Daegu Hotel is currently 
located. Initially, the public employees of the city hall nearby boosted the consumption of noodles as a 
part of the government’s drive to encourage the public to use more barley and wheat flour based foods, 
mainly including Guksu (noodles) and Bunsik (food made from flour) while discouraging sales of rice-based 
foods. Later on, many noodle restaurants sprouted up: Gohyangjib Kalguksu near Beomeo Intersection and 
Bongchangyi Seafood Kalguksu at Deurangil Food Town in the 1990s; and Chamggae (meaning sesame) 
Noodle in Suseong-gu; Taeyang Noodle and Bareumi Shabu Shabu Kalguksu in Sincheon-dong.

Actually, Kalguksu is not genuine Daegu-style noodles. Most of the noodles used for making Kakguksu are 
not handmade: instead, they are factory-made. The texture of Kalguksu noodles is rough in comparison to 
the genuine Daegu-style noodles that are thinner and look beautiful and neat. Daegu-style noodles prefer 
dried anchovy broth to seafood broth, and uses winter cabbage or Cheongbang cabbage. Also, it features a 
generous topping of fried minced beef, seaweed flakes, and shredded fried pumpkin. If Daegu-style noodles 
are like Baekja, that is white porcelain, exhibiting sophisticated beauty, Kalguksu is like Ttukbaegi that is 
earthenware looking rather rough and crude. One may quaff Kalguksu, as if it were soup, instead of chewing 
it. The restaurants that serve this Daegu-style noodles are: Myeongdeok Halmae-jip nearby Myeongdeok 
Intersection; Gyeongju Halmae Kalguksu near Daebaek Plaza Store; Sangju Jeontong Kalguksu next to 
Gyeongsang-Gamyeong Park; Geumwa Guksu in Gyesan-dong; and Byeolmi Guksu in Dongsan-dong. As 
many as about 100 Kalguksu places line up Noodle Alley at Seomun Market.

Daegu, the Home of Guksu (noodles): 
Lee Byung-chul, Byeolpyo Noodles, 
and Poongkuk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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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거리의 먹거리
Foods at Kim Gwangseok-gil Street

대구에서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어딜까? 단연 중구 대

봉동 방천시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다. 한때 말기암 선고를 받은 방천

시장. 2009년까지만 해도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다. 그런데 

‘기사회생’됐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

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이 출범하기 전 김광석은 솔직히 대구와 무관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중구청의 ‘별의별시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장’

과 ‘예술’이 상생의 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무려 13개의 샛골목에도 새로운 업소가 속

속 들어선다. 

가장 왁자지껄한 골목은 방천시장 메인로드로 불리

는 동서간 고기거리. 일명 ‘꾸버골목’이다. 방천시장 

먹거리타운 빅뱅의 진앙지는 지역에 ‘불쇼’ 돌풍을 

일으킨 1++(투플러스) 숙성한우 전문점 ‘대한뉴스’. 

그 다음은 족발전문 ‘가족족발’·‘투뿔’·‘튀김아즈씨’ 

등이다. 이 밖에 ‘대구막창’ ‘방천소갈비’ ‘방천뒷고기’ 

‘Mr 양꼬치’ ‘달구똥’ ‘치킨대디’ 등이 후발주자로 포

진했다. 

이 거리의 터줏대감은 그로테스크하고 빈티지 스타

일의2009년부터 필 받기 시작한 ‘방천찌짐’. 도시철도 

2호선 경대병원역 3번 출구에서 수성교 방향 셋째 골

목, 그러니까 방천시장 서쪽 출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보인다. 평범한 가게였는데 2013년 8월 8일 

KBS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된다. 13.2㎡(4평)도 안

되는 ‘콧구멍 열차주점’. 사람들은 이 공간을 그렇게 

부른다. 밀폐된 이 구석방은 예술인들의 취향에 딱 

들어맞았다. 대표 안주는 빈대떡·파전·동태전·배추

전·계란말이 등이지만 실제 빼곡하게 채운 낙서 때문

에 더 술맛이 당긴다.  

Where is the place that has the highest number of tourists’ visits per unit of time? The 
answer is Kim Gwangseok-gil Street at Bangcheon Market in Daebong-dong, Jung-
gu. Bangcheon Market was once on the verge of closure. In fact, it was decided that 
the market was not viable until 2009. However, it was revived by the Kim Gwangseok-
gil Project. Actually, Kim Gwangseok was not a main concern of Daegu until 
Munjeonseongsi Project (the project for 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through culture) 
was initiated. Then, with the beginning of the ‘Byeol-ui-Byeol Market’ (literally meaning 
‘every conceivable market’) project planned by Jung-gu District Office, the possibility of 
a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cultural art’ opened up.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ducts were developed: Sokdak Sokdak Sudabang (a multipurpose entertaining room), Art Space 
Bangcheon, Renewal Domino Store, Photo Exhibition at Bangcheon Market, Academy for aspiring writers, Bangcheon Newspaper, 
Bangcheon Radio Star, and so many others. A large picture taken by the merchants was hung on the wall, and small cafes as well as 
rest areas were set up. About 20 artists painted murals on the concrete wall, portraying the life of Kim Gwangseok. The life-size bronze 
statue of Kim Gwangseok and an outdoor theater were set up. Buskers flock to the street and ‘Alley Broadcasting Station’ of Daegu 
MBC broadcasting corporation sprang up, too. Recently, a 4-course Samdeok-Bongsang culture road map, titled “A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Kim Gwangseok” was created. Thanks to Kim Gwangseok, Bangcheon Market became ‘Kim Gwangseok Food Street’.
There are currently three roads into Bangcheon Market: First, the north-south alley of the first entrance toward Suseonggyo Bridge from 
downtown is ‘Fashion-Cafe Street’. Second, the third street right next to Suseonggyo is 350-meter-long ‘Kim Gwangseok-gil Busking Road’ 
with the outdoor theater and Rora Mill restaurant at its heart; and third, the east-west street named ‘Meat Alley’ centering on the beef 
restaurants. Above these, new businesses started at as many as 13 alleys running north-south and east-west from Kim Gwangseok-gil 
Street and Fashion Cafe Street.
Among them, the liveliest place is the main road of Bangcheon Market, leading from east to west, and it is a street named “Kkuber Alley” 
(meaning ‘barbecue alley). The restaurants that led Bangcheon Market Food Town to it’s popularity are: the premium (two plus) aged-
beef restaurant Daehan News that first made the ‘barbecue fire show’ popularized in the region; and several other places, such as pig’s 
trotters restaurant ‘Gajok-jokbal’, ‘Two-ppul (++)’, “Twigim-azeussi (Uncle-Fry)”, and so on. Besides, there are late openers such as ‘Daegu 
Makchang’, ‘Bangcheon Sogalbi’, ‘Bangcheon Dwitgogi’, ‘Mr. Yangkkochi’, ‘Dalguttong’, ‘Chicken Daddy’, and so on. Bangcheon Jijim is a 
small and vintage restaurant as well as local fixture beloved since 2009. Upon entering the third alley toward Suseong Bridge from Exit 3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tion of Daegu Metro Line 2, which is the west entrance of Bangcheon Market, you will see 
Bangcheon Jjijim on the left side.

It was an ordinary small restaurant, but it was introduced on KBS’s TV program, Korean Food Table on August 8, 2013. ‘A confined train 
pub’ with a space less than 13.2 square meters. That’s what people call this place. The enclosed corner room in this place appealed to 
the taste of artists those days. Popular Anju (food consumed with alcohol) included in the menu are Bindaetteok, Pajeon, Baechujeon, and 
Korean egg rolls, but, in fact, the dense doodles on the wall makes it a good place to drink.

Another must-visit place was opened at Bangcheon Market. The name of the place is ‘Daedo-Yangjojang’ (a hand-crafted beer place). The 
owner Jeong Man-gi, who had a machine tool business, remodelled an old brewery while preserving its character, such as a collecting well 
of the brewery.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ledger of 1953, the owner of the brewery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was once called 
‘Sangju Brewery’.

In this area, Makgeolli (Korean rice wine) has its own zone: ‘Bullo Makgeolli Jip,’ next to Sageori Super (small store) on the first intersection 
of Bangcheon Market, just a little above the Jjijim place, serves Bullo Makgeolli; Bangcheon Restaurant, across Jjijim place, serves Sang-ju 
Eunjagol Makgeolli; and Donggok Makgeolli, on Dalgubeol Daero, serves Cheong-do Donggok Makgeolli. Specifically, ‘the confined small 
room’ inside Bangcheon Jjijim, which takes up about half of the space of the Jjijim place, is the attraction visited by many people. The best 
food for pairing with Eunjagol Makgeolli served by this place is ‘Hong-eo Samhap’ (fermented skate and steamed pork slices served with 
Kimchi), and Donggok Makgeolli with Gangwon-do ‘Jjaktae’ (dried pollack).
Other than above-mentioned places, if you visit LP Music Cafe ‘Gil Young,’ you can enjoy nostalgic Siphon Coffee.

방천시장에 명물 하나가 더 생겨났다. 

바로 ‘대도양조장’이다. 공작기계업을 

하는 정만기씨가 오픈했다. 1953년 건축

대장에 따르면 양조장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한때 ‘상주양조장’이란 이름

도 있었다. 오래된 양조장의 집수정 등 

주요 포인트는 살리면서 리모델링했다.

이 언저리에선 막걸리도 자기 구역이 있

다. 찌짐집 조금 위 첫 시장 네거리 사거

리슈퍼 모퉁이에 있는 ‘불로막걸리집’, 

찌짐집 맞은편 ‘방천식당’은 상주 은자

골막걸리. 달구벌대로변에 있는 ‘동곡막

걸리’에선 청도 동곡막걸리만 판다. 특

히 방천식당 구석방은 많은 자가 노리

는 명소다. 찌짐집의 반 정도 공간이다. 

이 집 은자골막걸리는 홍어삼합이라야 

제맛이 형성된다. 동곡막걸리는 강원도 

‘짝태’가 인기다.

이밖에 추억의 사이편커피를 맛보려면 

LP뮤직 전문카페 ‘길영’으로 가면 된다.

속닥속닥 수다방, 아트스페이스 방천, 리뉴얼 도미노 상점, 방천시장 사진전, 예비작가 

아카데미, 방천신문, 방천 라디오스타 등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개발했다. 상인들이 찍

은 대형사진이 걸리고 미니 카페와 쉼터 등도 갖춰졌다. 20여명의 예술가들은 콘크리트 

벽면에 김광석의 일대기를 벽화로 치장한다. 동상도 세우고 마침내 야외공연장까지 구

축한다. 버스커들도 몰려왔고 대구MBC의 ‘골목방송국’도 생겨났다. 최근 ‘김광석과 동

네 한바퀴’란 제목의 4코스 삼덕봉산문화길 지도까지 완성됐다. 김광석 때문에 방천시장

은 ‘김광석 맛길’이 돼버렸다. 현재 방천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세 군데. 시내에서 

수성교로 가다 첫 입구 남북간 골목은 ‘패션카페거리’, 수성교 바로 옆 세 번째 길은 김광

석 야외공연장과 로라방앗간을 축으로 한 350m ‘김광석길 버스킹 로드’. 이 밖에 대한뉴

스를 중심으로 동서간 ‘고기골목’도 한 축을 이룬다. 김광석길과 패션카페길 좌우 동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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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대구에서 한국만두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버전의 만두가 탄생한

다. 다른 지방에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납작만두’다. 대구에서는 ‘납작만

두’라고 하지 않고 ‘납딱만두’라 불러야 제맛이다. 

납작만두는 ‘대구 분식의 해결사’다. 동물성 만두소 시대에서 식물성 만두

소 시대를 연 기념비적 만두로 받아들여진다. 지역민은 그런 만두가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권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는 ‘별미만두’로 어필됐다. 좀

더 작게 빚어 ‘대구의 라비올리(만두처럼 생긴 이탈리아 파스타의 일종)’로 

홍보해도 좋을 듯 싶다.

대구발 납작만두는 둥그렇고 달걀만한 만두를 밀쌈전병 같은 납작한 반달 

모양으로 ‘편곡’했다. 대구 납작만두 3인방부터 찾아보자. 미성당파, 교동

시장파, 남문시장파로 삼분된다. 이 셋은 한결같이 만두소에 돼지비계를 

넣지 않고 당면·부추 등으로 소를 빚는다. 국내에서 가장 간단한 만두소다. 

셋의 차이는 만두피의 두께. 가장 두꺼운 곳은 남문시장 안에 있는 남문 납

작만두, 가장 얇은 곳은 교동시장 납작만두. 셋 중 미성당이 납작만두의 맏

형격. 초창기에는 돼지기름을 사용해 지금보다 더 구수한 맛이었지만 돈지

파동을 겪으면서 지금은 식품위생법상 식용유만 사용하게 돼 있다.

납작만두도 진화했다. 서문시장 1지구 초입 계단 아래 포장마차 같은 ‘허둘

순 삼각만두집’은 납작만두에 도전장을 내 푸드블로거 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반달형 대구식 납작만두를 또 한번 ‘삼각형’으로 변주했다. 방송인 박

철씨가 SBS 음식코너 전국 맛투어를 할 때 이 집을 전격 소개하면서 대박

이 난다. 초창기 서문시장 폭력배 조직원이 자리를 뺏으려고 했지만, 허 할

매는 부산 자갈치아지매 이상의 억척스러움으로 배수진을 치는 바람에 나

중엔 조폭들도 인정한 할매가 된다. 삼각만두는 달서구 송현동으로 넘어가 

‘잎새만두’로 태어나기도 한다. 납작만두의 응용은 의외로 폭 넓다. 대구시

청 근처의 아바이 순대, 매콤하기로 유명한 신천시장 내 떡볶이, 대백 옆에

서 태어난 매콤 양념어묵과 중앙분식의 야키우동, 남구 이천동 진흥반점의 

짬뽕·짜장면 등과 매치해도 재밌는 궁합 메뉴가 될 것 같다.

A new style of Mandu (dumplings) which became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Mandu, was created in Daegu in 1963. It is 
Napjakmandu (flat dumplings). At that time, people in other areas had 
never seen or heard of that style of Mandu. In Daegu, people often call 
it ‘Napttakmandu’ instead of ‘Napjakmandu.’ Napjakmandu led the 
development of the Bunsik (food made from flour) industry in Daegu. 
Indeed, Napjakmandu is considered innovative, opening the era of 
Mandu with vegetable fillings from meat fillings. Mandu stuffed with 
vegetables was not new to Daegu people, but people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home and abroad, regarded it as a delicacy. It will also 
be a good way to make Napjakmandu smaller and promote it as ‘a 
Daegu Ravioli.’

Daegu Napjakmandu altered the shape of round and egg-sized Mandu 
into the shape of Milssam Jeonbyeong (beef and vegetables wrapped 
in wheat crepes), or flat and half-moon shape. Daegu Napjakmandu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styles, so called ‘Napjakmandu troika’: 
Miseongdang style, Gyodong Market style, and Nammun Market style. 
These three types of stuffed Mandu (dumplings) use only glass noodles 
and chives, not pork fat: the most simple fillings across the count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is the thickness of the dumpling skin: 
the thickest is the Nammun Napjakmandu in Nammun Market; and 
the thinnest is Gyodong Market Napjakmandu. As for Miseongdang, 
it is the oldest of the three. In the early days, it tasted more savory 
because of using pork fat. However, after undergoing an incident with 
adulterated pork oil, they now only use cooking oil that abides by The 
Food Sanitation Act.

Napjakmandu has also evolved into new styles. Heo Dulsun 
Samgakmandu—like a cart bar located under the entrance stairs of 
Seomun Market District 1—changed the shape of Napjakmandu to 
a ‘triangle.’ It is gaining enthusiastic fans among the food bloggers 
by challenging the existing Napjakmandu. After the broadcaster Park 
Chul introduced Heo Dulsun Samgakmandu on a nationwide food tour 
program of SBS broadcasting company, it gained great popularity. Back 
in the day, one of the gang members of Seomun Market tried to take 
over the place of Ms. Heo; however, the granny Heo resisted them 
tenaciously, consequently making the gangster succumb to her. People 
said that this wiry, strong old woman was stronger than Busan Jagalchi 
Ajimae (the friendly name referring to tough and strong women in 
Busan Jagalchi Market). Meanwhile, Samgakmandu was introduced 
to the area of Songhyeon-dong, Dalseo-gu and developed into ‘Ipsae-
mandu’ (leaf-shaped dumpling). Napjakmandu, surprisingly, has a wide 
application. Also it pairs well with Sundae (Korean-style sausage) of 
Abai Sundae Restaurant, next to Daegu Metropolitan City Hall; spicy 
and delicious Tteokbokki of Sincheon Market; Spicy fish cake selling on 
the stalls nearby Daegu Department Store; Yaki Udon (stir-fried Udon 
Noodles) of Jungang Bunsik; and Jjamppong (spicy seafood noodle 
soup) and Jjajangmyeon (noodles in black bean sauce) of Jinheung 
Banjeom in Icheon-dong, Nam-gu.

Daegu Napjakmandu and 
Seomun Market Samgakmandu

대구의 납작만두와 
서문시장 삼각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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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야시장
Seomun Night Market

오후 7시 서문시장. 아치가 세워진 동쪽 제1문을 지나 서쪽으로 걸

어갔다. 6개의 매머드 상가빌딩(1지구, 2지구, 5지구, 동산상가, 아

진상가, 명품프라자)의 출입문이 굳게 닫히고 있다. 낮의 서문시장

이 일제히 폐점을 하고 있다. 현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는 가게는 

얼추 5천여개. 빌딩과 빌딩 사잇길에 갯바위 따개비처럼 빼곡하게 

들어찬 노점도 무려 1천여개가 포진해 있다. 주인들은 내일을 위해 

국방색 비닐천막으로 가게를 꼼꼼하게 묶어준다. 목재소 대형톱

의 굉음만큼 우렁찼던 낮의 장터. 예전 같았으면 다음 날 새벽녘까

지 적막강산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낮의 서문시장이 지면 동시에 밤의 서문시장이 화려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정 무렵까지 더 없이 컬러풀한 ‘서문시장의 2막’이 개

막된다. 낮에는 공구거리였다가 밤이면 연탄불고기와 우동의 진수

를 보여주는 북성로 포장마차촌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동1문~서1문 거리는 350m. 한국 최강 건어물상가 앞 대로는 80명

의 셀러가 이끄는 부스가 도열함에 따라 ‘으랏차차 야식촌’으로 둔

갑해버린다.

오후 8시를 넘어서자 부스마다 줄서는 손님들로 인산인해. 몸과 몸

이 자연스럽게 부딪힌다. 맨 서쪽 구역에 있는 올해 3년차 ‘스시가

스나’. 6천원짜리 ‘소고기불초밥’으로 유명한데 40여명이 군침을 삼

키며 기다리고 있다. 시퍼런 불꽃을 문 부탄토치가 연신 소고기를 구워

낸다. 이곳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화력원은 단연 부탄토치다. 2016년 6

월3일 서문야시장이 개막됐다. 이건 2013년 국내 첫 야시장으로 대박을 

친 부산부천깡통시장의 운영스타일을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단이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일자리 마련 차원에

서 청년장사꾼을 불러들였다. 초창기 맨 동·서쪽 부스는 상대적으로 손

님이 적었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스 운영규칙이 새로 마련됐다. 이제

는 매일 반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서쪽으로 이동된다. 불만이 있을 수 없

다. 참 공정한 룰이다. 여기는 오대양육대주의 별별푸드가 동시다발적

으로 합창하는 것 같았다. 부구이, 꼬치, 철판요리, 스시, 퓨전 아이스크

림과 마카롱 등 외국계 트렌디푸드가 압도적이다. 닭발, 막창, 볶음밥 

등도 서문시장 버전에 맞게 더 젊고 재밌게 해석해 론칭한다.

Seomun Market at 7 p.m, it is getting dusky. I walked towards the west, 
past the first gate on the east where the arch was built. The gates of the six 
mammoth shopping malls (District 1, District 2, District 5, Dongsan Sangga, 
Ajin Sangga, Myeongpoom Plaza) are tightly closed. Stores in the daytime 
Seomun Market are now closing in unison. 

Currently at Seomun Market, there are about 5,000 stores; and, furthermore, 
as many as 1,000 stalls are packed in together at the alleys between the 
buildings, like sea-acorns sticking closely to the rocks. The shop owners are 
meticulously tying up the stores with a khaki-color vinyl tent for tomorrow. 
The marketplace during the day was as loud as the roar of a lumber mill saw. 
Before, as night falls, the market used to become desolate and fall into silence 
until the dawn of the next day, but not anymore. As the daytime Seomun 
Market closes, the night Seomun Market opens its dazzling gate.

From this moment to until around midnight, the hidden, but still the most 
colorful part of Seomun Market opens. Th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Bukseong-ro Pojangmacha (cart bar) Street where the tool shops are open 
during the day and at night, cart bars open and serve delicious Yeontan Bulgogi 
(pork grilled on briquette) and Udon.
The distance from the East Gate 1 to the West Gate 2 is 350 meters. The 
boulevard in front of Korea’s largest dried-fish market turns into “Welcome to 
Night Food Village” as 80 sellers’ stalls are lined up at night.

After 8 o’clock in the evening, every stall grows crowded as the people begin 
lining up, and it is natural for people to lightly bump into each other. Among 
them, ‘Sushi Gaseuna,’ located in the westernmost area, has been in business 
for 3 years this year and is famous for its 6,000-won Sogogi Bul Chobap 
(scorched beef sushi) with around 40 people drooling over and waiting for it. 
A blow torch with the blue flame scorches beef one after the other. Using a 
blowtorch is a beloved technique for cooking.

Seomun Night Market’s grand opening was on June 3, 2016. It is the result 
of benchmarking, by Seomun Market Premium Market Promotion Team, the 
operating system of Bupyeong Kkangton Market in Busan, which gained great 
popularity as the first ever night market in Korea. 

Daegu City and Jung-gu District Office called in young traders as a part of a 
job creation project. In the early stages, the easternmost and the westernmost 
booths had relatively few customers. Therefore, new booth operation 
regulations were set up to operate the market fairly and equitably. Now, each 
stall moves one space towards the west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everyday. 

It is a very fair rule and there can’t be any complaints. Most of the visitors 
love foreign trendy foods, such as Gui (grilled food), Kkochi (food cooked 
on skewers), Cheolpan Yori (griddled food), Sushi, fusion ice cream, and 
macarons. Furthermore, foods, such as Dakbal (chicken feet), Makchang (grilled 
abomasum of cattle), and fried rice, were also launched with fusion-style and 
are beloved by visitors to the Seomun Nigh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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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십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쪽의 안지랑 곱창골목

과 함께 이색 술안주 양대산맥으로 유명한 골목이 있다. 바

로 동구 신암1동 파티마병원 서쪽 평화시장 내에서 자연발

생적으로 형성된 ‘닭똥집 골목’이다. 시장 언저리는 일제강점

기 포항~영천~동촌~아양교~칠성시장으로 연결되는 신작로

변. 큰 건물이라고는 1930년쯤 대구공립직업학교로 출발한 

대구공고 뿐이다. 

69년 동대구역이 허름하게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근에 

주택가가 조금씩 형성된다. 72년 도계업을 겸한 ‘삼아통닭’이 

나타난다. 삼아는 ‘닭똥집 골목’의 산파역. 그 무렵 아침마다 

평화시장 앞거리에는 인력시장이 섰다. 

부부는 막노동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싸게 먹을 수 있

는 술안주를 개발했다. 그렇게 해서 포항치킨, 꼬꼬하우스, 

똥집본부, 평화통닭, 제일통닭 등이 ‘1세대 닭똥집’으로 자리

를 잡는다.

90년대 중반쯤엔 업소가 무려 58개로 폭증했다. 80년대까지

만 해도 원조집이 모인 광장형 골목에 손님이 몰렸다. 하지

만 95년부터 골목 상권이 양분된다. 중구 공평동 밀리오레 

동편 골목에서 문인들을 위한 카페 시인을 운영했던 김 모 

여사장이 차린 ‘아가씨와 건달들’ 때문이다. 비로소 ‘신세대

를 위한 닭똥집’ 시대가 개막된다.

 참고로 대구는 간장프라이드치킨의 최강자인 교촌치킨

(1991년 구미서 출발)은 물론 양념프라이드치킨의 전설이 맥

시칸 치킨의 발상도시이기도 하다. 이 전통을 기반삼아 치맥

페스티벌의 고장으로 발돋움한다.

There is an alley famous for exotic Anju (food consumed with alcohol), along 
with Anjirang Gopchang Alley located in the south, although it is not included 
in Daegu’s 10 authentic local dishes. It is ‘Dak Ttongjip-golmok’ (Chicken-food 
alley), which was naturally created inside Pyeonghwa Market on the west of 
Daegu Fatima Hospital in Sinam 1-dong, Dong-gu. Around the market, there 
was a newly constructed road connecting Pohang, Yeongcheon, Dongchon, 
Ayanggyo Bridge and Chilseong Marke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aegu Technical High School, which started as a public vocational school 
around the 1930’s, was the only big construction. In 1969, as Dongdaegu 
Station started its business on a small scale, a residential area was formed 
around the station; and in 1972, Sam-a Tongdak, a chicken food restaurant 
and poultry supplier, was set up. 

Sam-a played a leading role in ‘Dak Ttongjip-golmok.’ Back in those days, 
there was a daily labor market set up in front of Pyeonghwa Market every 
morning, and the married owners of Sam-a developed a cheap Anju menu 
considering the poor financial circumstances of the manual workers. After 
this, the first generation of Dak Ttong-jip (chicken gizzard) restaurants, such 
as Pohang Chicken, KkoKko House, Ttongjip Bonbu, Pyeonghwa Tongdak, 
Jeil Tongdak, and so on, took their places in the market.

By the mid-90s, the number of businesses surged up to 58. Until the 1980s, 
the square-shaped alley, where the first generation of chicken restaurants 
were gathered, attracted many customers. However, since 1995, the local 
business in this area has been divided. It was because of the chicken gizzard 
restaurant, Agassi-wa-geondaldeul (meaning guys and dolls) which was 
founded by Ms. Kim, the former owner of Si-in (poet), the cafe for writers, 
located in the eastern alley of the Milliore building in Gongpyeong-dong, 
Jung-gu. 

With this, the era of ‘Dak Ttongjiip for the young folks’ began. For reference, 
Daegu is a city where Kyochon Chicken (launched in Gumi in 1991), which is 
considered the best soy sauce fried chicken brand; and Maxicana Chicken, 
the best seasoned fried chicken brand were initially conceived. Based on this 
history, Daegu has developed into the home of Chimaek Festival.

The nation’s best Chimaek place, and 
Pyeonghwa Market Dak Ttongjip-golmok

전국 최강 치맥의 고장 
그리고 평화시장 닭똥집거리

닭
똥
집 

골
목

D
ak Ttongjip-g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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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대구로 피란온 영화배우 허장강이 세들어 살던 한옥

의 소재를 파악하게 됐다. 전통음식연구가 김영복씨가 관련 자

료를 건네주었다. 그 한옥은 지금 한옥카페 ‘%(퍼센트) 14-3’으

로 변해 있다. 향촌동 골목이지만 실제 주소는 행정동으론 성내

2동, 법정동으론 대안동에 포함된다. 이 카페는 메뉴보다 분위기

가 더 압도한다. 청년들에겐 추억인 골동품이 수북하게 모여 있

다. 1층보다 머릴 숙이고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2층 다락이 핫

플레이스. 최근에 만난 가장 독특한 다락이었다. 교육자 집안이

라 골동품 같은 게 많았다. 자개밥상, 주련, 고가구, 베개, 자개

함, 재봉틀, 화장대, 문갑, 그 건물 1층 ‘워커스’는 대구 첫 ‘디트로

이트스타일 피자’를 판다. 침대 등을 곳곳에 배치했다. 1층 정면 

벽은 통유리창 덕분에 골목 발걸음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정지문 두 짝을 사용한 사당 같은 커플룸도 웃음을 머금게 한다.

경상감영공원 동쪽 맞은편 대보상가 1층에 있는 일본가정식 식

당인 ‘2Chance’는 이심동체 진두찬·두성 형제가 지키고 있다. 

뇌출혈로 구사일생을 한 동생을 위해 형이 팔을 걷어붙였다. 동

생도 한 때 동성로 일식당 ‘산시로’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 매

운 돈고츠라멘인 ‘스파이스러브’, 냉라멘, 돈가스 정식이 인기

가 있다. 근처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가성비가 좋아 많이 붐빈다.

또 한 명의 이탈리아 계열의 셰프가 향촌동에 포진하고 있다. 김재표

(39). 영남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는 시내 호프 골목 옆에서 생애 첫 알바

를 시작하면서 음식의 기본기를 요리학원이 아니라 식당에서 배워 나갔

다. 부산으로 건너가 J’S 키친, 요기식 등 4개의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기

도 했다. 하지만 그건 조리가 아니라 뭔가 조립한 음식 같았다. 1년 전 부

산 남포동에서 향촌동 골목으로 건너왔다. ‘친구집 같이 편안한 음식점’

을 차리고 싶어 ‘심풀(心FULL)’이란 가정식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열었

다. 시그니처 메뉴는 다른 곳에서는 맛 볼 수 없는 ‘돼지 뼈등심 포크스

테이크’(2만1천원).‘  꽃자리다방’. 1950년대를 풍미한 추억의 다방인데 

되살아났다. 신민식 사장은 계명문화대 관광과를 졸업했

고 현재 단 디자인 대표. 그는 허물어진 성벽 같은 이 건

물을 리모델링했다. 구상의 대표시 중 하나인 ‘꽃자리’를 

상호로 정했다. 옛 피란 문인들의 안식처 분위기를 재현

했다.

종로초등 뒷문 옆 부산설렁탕, 경상감영공원 바로 옆 마

산설렁탕은 향촌동 양대 설렁탕으로 자릴 잡았다.

일본 본토에서 대구 도심으로 원정을 온 요리사도 몇몇 

있다. 최근 향촌동과 종로에 오사카밥집과 시게야를 오픈

한 미츠다 형제가 있다. 형은 만경관 동쪽에서 ‘시게야 종

로점’, 동생은 향촌동 골목에서 ‘오사카밥집’을 운영한다. 

오사카밥집을 방문했다. 곤약, 삶은 계란, 우엉튀김, 무, 

삼색어묵, 두부튀김, 스지(소힘줄) 등이 어우러진 오뎅세

트는 울림이 크다.

This is the location of the Hanok house that a legendary actor Heo Janggang, who fled to Daegu 
during the Korean War, rented and lived in. This was discovered by the research data from Kim Yeong-
bok, a Korean traditional food researcher. The Hanok is now remodeled as the Hanok Cafe % (percent) 
14-3. It is located in Hyangchon-dong Alley, but it is legally included in the district of Daean-dong and 
administratively in Seongnae 2-dong. The atmosphere of this cafe is more fascinating than the menu 
it provides. There are a lot of antiques that remind young people of their early days. The attic on the 
second floor where you can ascend with your head down is a more attractive place than the first 
floor. It was the most unique attic I have ever seen recently. It seems that the owner of the Hanok is 
from a family of teachers, so there are a lot of antiques, such as a Jagae (the craft of inlaying mother-
of-pearl) dining table, a Juryeon (poem or saying written on a white signboard), antique furniture, 
traditional pillows, Jagae-ham (a box made of Jagae), a traditional sewing machine, an old dressing 
table, a Mungap (a document chest) and a bed.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Workers’ serves Daegu’s 
first-ever Detroit-style pizza. From here, one can see the people walking in the alley closely through 
the big glass windows. Also, there is an intriguing-looking couple room, made by using two old-style 
kitchen doors and it evokes a laugh with its hermitage-like atmosphere.

A Japanese home-style restaurant ‘2 Chance’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Daebo-sangga Mall 
across from the east side of Gyeongsang-Gamyeong Park; and is run by the close brothers Jin Duchan 
and Jin Duseong. The elder brother actively started the business for his younger brother, who survived 
from a cerebral hemorrhage; furthermore, the younger brother also has experience of working at a 
Japanese restaurant ‘Sanshiro’ in Dongseong-ro. Donkotsu-ramen ‘Spicelove,’ Cold-ramen, and Pork 
cutlet set meals are popular in this place. The cost-effectiveness of food here is so good that it is 
crowded with young cultural planners working nearby.
 
One of the Italian food chefs has settled in Hyangchon-dong. The chef Kim Jae-pyo (39) is a graduate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Yeungnam University; and he started his first part-time 
job at a restaurant next to pub alley, downtown learning the basics of cooking at a restaurant, not at a 
cooking academy. After that, he moved to Busan and ran four restaurants at the same time, including 
J’s Kitchen, Yogi-sik, and so on. However, for him, it seemed like not cooking, but ‘assembling food.’ 
Therefore he came back to Hyangchon-dong Alley in Daegu from Nampo-dong, Busan, a year ago. He 
opened a home-style Italian restaurant call “心FULL” (Simfull, meaning ‘heartful’). The signature menu 
is “Pork-rib Sirloin Pork Steak” (21,000 won) with the taste unavailable anywhere else.
 
Kkotjari Dabang, a coffee house which was popular in the 1950s, was revived. The owner Shin Min-
sik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ourism at Keimyung College University, and is currently the 
CEO of the company named Dan Design. He remodeled the building, which almost looked like ruined 
castle walls and chose ‘Kkot-jari’ (literally meaning a ‘cushion embroidered with flower patterns’; 
which also metaphorically means a ‘place of comfort and solace’), the title of the poet Ku Sang’s 
representative poem as the name of the coffee house. Shin created the place representing the 
atmosphere of the shelter for the writers who had fled from the war at that time.
Busan Seolleongtang (ox bone soup) next to the back gate of Jongro Elementary School; and Masan 
Seolleongtang right next to Gyeongsang-Gamyeong Park have settled down as two prominent 
Seolleongtang restaurants in Hyangchon-dong.

Some of the chefs working in Hyangchon-dong are from Japan. For example, Mitsuda brothers 
currently opened Osaka Restaurant and Sigyeya in Hayngchon-dong and Jong-ro respectively. The 
elder brother runs ‘Sigyeya Jonro Branch’ on the east side of Mankyeonggwan theater; and the 
younger brother runs ‘Osaka Restaurant’ at Hyangchon-dong Alley. I visited Osaka Restaurant. Odeng 
(fish cake) Set Meal, including Gonyak, a boiled egg, fried burdock root, daikon, fish cakes of three 
colors, fried tofu, and Suji (beef tendon), resonated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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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처에 대구 명물 빵이 있다. 바로 공구빵 전문점이다. 

모루 남쪽 골목으로 나와 우회전하면 별난 베이커리카페 

하나가 나그네에게 손짓한다. 여긴 카페라 불리지 않는다. 

그냥 ‘팩토리’로 통한다. ‘팩토리 09’, 여기서 공구빵을 만들

고 있는 최현석 대표. 2017년 8월에 빵집을 오픈했다.

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를 나와 공예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그도 모루와 윈윈하며 자신의 미래를 파릇하게 경작하게 

된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구빵을 개발했다. 일반 붕

어빵보다 덜 촉촉하다. 프랑스에서 발원한 마들렌의 일종. 

빵 종류는 볼트, 너트, 멍키스패너 등 3개. 낱개 포장해 박

스에 담아둔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선물로 사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 빵은 일반 붕어빵보다 덜 촉촉하다. 프랑스에서 발원한 

마들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빵 종류는 볼트, 너트, 멍키

스패너 모양 등 3개로 낱개 포장해 박스에 담아둔다. 외지

에서 온 사람들이 선물로 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Moru (Maker’s Factory), which opened in May 2018, initially started as Bukseong-
ro Tool Museum in 2013; and has now developed and moved to ‘Bukseong-ro 
Technology and Arts Convergence Center.’ The idea of converging technology 
and arts is original. The space, owned by Jung-gu District Office, was created 
as Moru, as a part of the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Village Project’; and the 
Urban Restoration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2 years from 
2015. Nearby Moru, Gonggu Bbang (tool-shaped bread) Bakery serves special 
bread. Come out towards the south alley from Moru and turn right; this is where 
you can meet the eccentric bakery. This place goes by the name ’factory’ instead 
of a bakery cafe. It is called Factory 09. The owner Choi Hyeon-seok opened the 
bakery in August, 2017 and has made Gonggu bread since then.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Fashion Marketing at Keimyung University, he 
started his career as a craft designer and opened up his promising future through 
the win-win relationship with Moru. He invented the first-ever Gonggu bread in 
Korea.

The bread is less moist than a regular fish-shaped bu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kind of madeleine, which is of French origin. There are 3 types of bread: bolt-
shaped, nut-shaped, and monkey-spanner-shaped. Three pieces are packed into 
a plastic bag and then packed into a box. Therefore, visitors from other areas can 
buy it as a gift and comfortably transport it home.

Have you tried ‘tool-shaped’ bread? 
Bukseong-ro Gonggu Bread

북성로 공구빵을 아시나요

2018년 5월 개관한 모루. 2013년 ‘북성로 공구박물관’으로 출발했고 현재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로 확장해 이전됐다.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그 발상

이 참신하다. 중구청 소유인 이 공간은 2015년부터 2년간 지원된 ‘역사전통

문화마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지상 2층(연면적 

264㎡) 규모다. 전시관, 장인작업장, 창작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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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범한 <사>대구음식문화포럼, 이듬해 10월 대구경북미식가위원회

가 십미를 위해 투톱의 지원사격이 시작했다. 이에 앞서 제46회 동남아 라이

온스 대회 때 십미가 회원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과 외지인들을 위한 ‘대구음식 정찬메뉴’

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2006년 ‘대구십미위원회’가 대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를 ‘대구십미’로 선정한다. 2007년부터 ‘대찬맛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구음

식을 알리기 위해 상경한다. 서울역 KTX도착 출입문 앞에 ‘대찬맛’이란 로

고가 찍힌 광고탑도 세우고 대구십미도 홍보했다. 동인동 찜갈비의 경우 이

를 담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다는 비판의 도마에 올

라 스테인리스스틸 용기를 개발, 업소에 돌리기도 했다. 예전 대구음식이 아

니다. 대구음식이 요즘엔 ‘감탄표(!) 대구음식’으로 욱일승천했다. 

젊은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 맛타운 중 하나가 평화

시장 닭똥집골목, 대명동 안지랑시장 양념곱창골목 등이다. 그뿐만 아니다 

전국 유명 식객들은 물론 파워 푸드블로거, SNS와 TV 먹방과 쿡방 등은 대

구의 칼국수, 대구 서문시장의 유명 야시장먹거리, 북성로와 칠성동 연탄석

쇠불고기, 맵기로 유명한 신천동 할매떡볶이, 대구의 4대 납작만두(미성당, 

교동시장, 남문시장, 서문시장 삼각만두), 반고개의 무침회, 뿐만 아니라 삼

송베이커리의 마약빵, 약전골목 초입의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반월당 고로케 

등은 국내 명물 빵집만 돌아다니는 빵지순례객들한테 엄지척 반응을 일으키

고 있다.

Chilseong-dong; super spicy Sinchoen-dong Halmae Tteokbokki; and the four best Napjakmandu in Daegu 
(Miseongdang, Gyodong Market, Nammun Market, and Seomun Market Samgakmandu); Muchimhoe at 
Bangogae. Also, there are bakeries in Daegu, gaining nationwide popularity such as Samsong Bakery, famous 
for Mayak-bbang; Street Red Bean Buns at the entrance of Yakjeon-golmok Alley; and Banwoldang Croquette.

Daegu led the projects to success with Daegu Sipmi, initiated in Daegu; and Chimaek Festival, which is 
the first-ever festival of its kind, in 2013. Plus, Daegu is famed for it’s coffee. Some of the best roasters and 
baristas exist here, within the coffee-shop infrastructures of Daegu.

Currently, Daegu has the largest number of coffee shops per unit area, following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and has developed into the City of Coffee.
Daegu used to be famous for having the best bakeries south of the Han River. So-called, the legend of the 
sweet red bean bun from Suhyeong-dang has developed into Samsong Bakery. Samsong’s Mayakbbang has 
the largest sales volume of bread among window bakeries.

Daegu is the home of the nation’s best coffee and tea. Not only does it have the largest number of baristas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but also the nation’s best tea masters. You would not want to show off your 
knowledge of coffee and tea in Daegu. There are coffee and tea experts everywhere in Daegu. 

Not many people are aware that Daegu is the most reputable city for tea. In fact, most tea masters in the 
country are from Daegu. Tea masters and tea lovers began to gather at organized meetings in 1978, centering 
on Kim Jeonghee (pen name: Tou) and Ph.D Sim Jaewan (pen name: Mosan). At that time, Lee Jeong-ae 
(pen name: Danong), an honorary chief director of Jongjeong Daryewon, and Seok Seongwoo, a Buddhist 
priest, participated in the meeting. The tea culture has bloomed since 1976 when a Buddhist priest Hyodang 
wrote an article on tea for Dokseo Sinmun newspaper. Besides this, Choi Jeongsu, the director of Hongik Tea 
Culture Research Center; Lee Jeong-ae, the director of Jongjeong Daryewon, Bae Geunhee, the chief director 
of Cheongbaek Daryewon; and the late Choi Haeja, the president of Eunjeong-Chahoe (tea association) 
also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tea culture in Daegu. In particular, there is Yeongnam-Chahoe 
(Yeongnam Tea Association), a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tea masters and lovers in Daegu.

The Daegu Sipmi is especially supported and promoted by DFCF (Daegu Food 
Culture Forum) founded in 2009; and Daegu Gyeongbuk Epicure Committee 
founded in 2010. Preceding this, Daegu Sipm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members of Lions Club at its 46th Southeast Asian Lions General Meeting. 
Daegu Food Dining Menu was introduced to visitors of both domestic and 
oversea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Daegu World Athletics Championships 
in 2011. The Committee of Daegu Sipmi selected the 10 representative Daegu 
dishes as ‘Daegu Sipmi.’ From 2007, ‘Daechan Mat’ (the best taste) project 
started and made inroads into Seoul. At the Arrival Entrance of KTX Seoul 
Station, the billboard, with the Daechan Mat logo on it, was erected and 
Daegu Sipmi was promoted. As for Dongin-dong Jjimgalbi, complaints were 
raised about the nickle-silver pots containing the food, which, people said, had 
so many dents and looked unsanitary and disgusting. So, new stainless steel 
pots were devised and distributed to each Jjimgalbi restaurant.

Unlike in the past, Daegu food is greatly admired by visitors. Even young 
celebrities chose restaurants, such as Pyeonghwa Market Dak Ttongjip Alley; 
and Gopchang Golmok Alley at Anjirang Market, Daemyeong-dong as must-
visit places. Furthermore, famous gourmets, power food bloggers, Mukbang 
video-makers (an audiovisual broadcast of eating food) and Cook-bang people 
on both SNS and Television broadcasting companies flock to the places with 
good food in Daegu, such as Daegu Kalguksu restaurants; famous stalls at 
Seomun Night Market; Yeontan Seoksoe Bulgogi at Bukseong-ro and 

대구십미는 대구에서 발생했고 대구가 연고권을 

갖고 있는 10가지 대표 메뉴를 의미한다. 따로국

밥, 동인동찜갈비, 납작만두, 뭉티기, 국수, 막곱창, 

무침회, 논메기매운탕, 야키우동, 복불고기이다. 이

들 중 뭉티기, 무침회, 동인동찜갈비, 복어불고기, 

막창곱창은 물론 십미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대

구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음식인 연탄석쇠불고기, 

닭똥집튀김 등은 주당들로부터 절대적 인기를 얻

고 있는 전국적 술안주로 어필되고 있다.

‘Daegu Sipmi’ refers to the 10 authentic local dishes of 
Daegu: Ttaro-gukbab, Dongin-dong Jjimgalbi, Napjakmandu, 
Mungtigi (thick-sliced chunks of raw beef), Noodles, 
Mackchang and Gopchang Gui, Muchimhoe (mix of 
parboiled squid and vegetables), Nonmegi-Maeuntang (spicy 
catfish stew), Yaki Udon, and Bokbulgogi (blowfish bulgogi). 
Among them, Mungtigi, Muchimhoe, Dongin-dong Jjimgalbi, 
Bokbulgogi, and Mackchang and Gopchang Gui have not 
made in onto the formal list of Daegu Sipmi yet. However, 
these eccentric Daegu foods including Yeontan Seoksoe 
Bulgogi (bulgogi grilled on briquette), and Dak Ttongjip Fry 
(fried chicken gizzards) are gaining nationwide popularity as 
perfect Anju (a pairing food with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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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leasure for Eyes and 
Mouth, Only in Dalgub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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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별미 이야기

글 | 이 춘 호  영남일보 음식전문 기자

By Lee Chun-ho, a food reporter, Yeongnam Ilbo

157 158

DAEGU HAN
JUSARI

G
U

I
D

E
 

B
O

O
K



Yeongnam-Chahoe, which has gained national fame as a representative tea association in the 
Yeongnam region, was launched thanks to the collaboration of those senior tea masters, as well 
as the two prominent figures of tea culture at that time: Ye Jeongsu of Taepyeongyang Chemicals; 
and Lee Hyeongwook, currently running Choam Chado Promotion Association. In July 1986, about 
80 tea people gathered and launched Yeongnam Chahoe at Neungin High School. At that time, 
there was even a saying which goes “If one did not join Yeongnam Chahoe, then he would not be 
considered a local cultural figure.”

The first traditional tea house in Daegu was Yeocheon Dawon launched in Mugunghwa 
Department Store in 1982; and Dacheonsanbang, located in Manchon-dong in 2002, which is 
the leading fusion-style tea house. Subsequently, in the 1970s, the era of instant coffee started. 
Dongseo Food dominated the coffee market with Maxwell House, and in 1976, the coffee mix 
products,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groundbreaking invention in the coffee industry, appeared. 
The exquisite blending of the trio—sugar, cream, and coffee—by 3:2:1 respectively, started to 
push tea house coffee out of the coffee industry. Some say that in Daegu, the mixed coffee was 
most popular.

The first coffee house owned by a Korean in Daegu was Arus, which opened in an alley next to the 
Academy Theater in 1936 by Lee In-seong, a genius artist born in Daegu. Coffee that was served 
in tea houses was losing its popularity during the heyday of music cafes in the 1980s, and thus, the 
era of brewed coffee in ‘coffee shops’ started. However, Baekjo Dabang (tea house), which began 
opening right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still up and running 
in Bukseong-ro.

Currently, there are 6 famous coffee shop franchises which were initiated in Daegu: Coffee 
Myeongga, Davinci, Sleepless in Seattle Coffee, The Bridge, Hands Coffee, Mokambo, and Mass 
Coffee. The postmodernization of Daegu coffee started from An Myeong-gyu, the owner of Coffee 
Myeongga.

In July, 1988, there formed a long queue in front of Coffee Myeongga near the north gat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implemented a ‘Non-smoking policy‘ which was relatively 
radical, at that time. Daegu is also the home of Sutbulgalbi (charcoal-grilled ribs). The food 
cultures, such as the culture of Bulgogi, which started from ‘Ddangjip Restaurant’ in Gyesan-dong 
in the late 1950s; and the culture of Galbi, which started from Jingalbi Restaurant nearby Daesin 
Intersection in the 1960s were linked to the popularity of Jjimgalbi and Pork Bulgogi in the 1970s; 
and subsequently the popularity of Samgyeopsal (pork belly meat) in the 1980s. 

After that, in the 1990s, the boom of beef sirloin in Daegu developed into the great hit of Galbisal 

(boneless ribs) by Biwon (currently moved to Anapjeong) in Manchon-dong, Suseong-gu. As for 
the sutbulgalbi menu, it became more varied after it was developed into set menus with raw beef. 
This was initiated from the popular menu Mungtigi (thick-sliced chunks of raw beef) at the places 
such as Neoguri, Mukdol-yi, Nokyang, Songjuk, Guekdong, Yeonghwa Restaurant in Yeongcheon, 
and Daegu Pyeondaejang. Plus, Mirae Restaurant that continues the tradition of Daegu Hoegwan, 
the early place of Genghis Khan food, is also an asset of Daegu.

Keunnamujip Restaurant, located in Samsan-ri, Gachang-myeon, Dalseong-gun, is famous for 
selling the most Gungjung Dakbaeksuk (royal chicken shoup) per hour during the summer. Also 
the restaurant that the investigation team of the Channel A TV program, “PD Lee Young-Don’s 
Food X-Files,” selected as ‘the most reliable and best’ noodle restaurant is also a place in Daegu. 
It is ‘Wonjo Halmae Kalguksu’, located in Samsan-ri, Gachang-myeon, Dalseong-gun, Daegu. The 
owner of this restaurant makes Kalguksu with a process that is all done by hand: this includes 
cultivating wheat crop, grinding it, rolling out noodles with a big wooden rolling pin, and finally 
making Kalguksu.

대구는 대구에서 처음 발생된 대구십미를 비롯, 2013년 전국에서 처

음으로 치맥페스티벌을 성공시켰고 전국 최고의 로스터와 바리스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커피의 고장이다. 현재 면적당 커피숍을 보면 서

울경기에 이어 전국 최다의 커피숍 도시로 발돋움했다.대구는 한때 

한강 이남 최고 ‘제빵의 고장’이었다. 단팥빵의 전설인 ‘수형당’의 저

력은 현재 윈도베이커리 빵 중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시내 삼송베이

커리의 ‘마약빵’으로 이어졌다.

대구는 전국 최고 커피와 차의 고장이다. 인구 비례 바리스타가 가장 

많고 차 사범도 전국 최고다. 커피와 차. 대구 와서 이걸 자랑하면 본

전도 못 찾는다. 도처에 전문가다.

많은 이들은 대구가 차의 명가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전국 차 사범 

중 상당수는 대구 출신. 대구에서 처음으로 차인들이 조직적으로 모

이게 된 것은 78년이다. 토우 김정희와 모산 심재완 박사가 그 축이 

된다. 이때 다농 이정애 종정다례원 명예이사장과 석성우 스님 등이 

합류했다. 차 붐이 일게 된 건 76년 효당 스님이 독서신문에 차에 관

한 글을 기고한 뒤부터. 구산 최정수 홍익차문화연구원장, 이정애 종

정다례원 원장, 배근희 청백다례원 이사장, 작고한 최혜자 은정차회 

회장 등이 지역 차문화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특히 영남차회는 대구

의 대표적 다인들의 모임이다. 

영남의 대표적 차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남차회가 발족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구산과 더불어 당시 ‘양(兩) 정수’라 불리던 태

평양화학의 예정수씨, 그리고 현재 초암차도 진흥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욱형씨 등이 힘을 합친 덕분. 86년 7월 능인고에서 영남지역 

차인 80여명이 모여 ‘영남차회’가 발족된다. 당시 영남차회에 가입하

지 않으면 지역 문화인사가 아니란 말까지 나돌았다. 대구의 첫 전통

찻집은 82년 무궁화 백화점 내에 모습을 드러낸 ‘여천다원’. 2002년 9

월 만촌동에 들어선 다천산방은 퓨전찻집의 리더다. 

70년대는 인스턴트 커피의 시대. 동서식품은 ‘맥스웰 하우스’를 시작

으로 커피시장을 장악했고, 76년에는 커피 역사상 획기적인 발명품

인 ‘커피믹스’가 등장한다. 설탕:프림:커피(3:2:1)로 절묘하게 섞은 

커피믹스는 다방커피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 스타일이 가장 유행

한 곳이 바로 대구란 설도 있다.

대구의 첫 한국인 다방은 1936년쯤 아카데미 극장 옆 골목에서 대구

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이 연 ‘아루스’였다. 80년대 음악다방 전성

기를 거치면서 다방커피는 막을 내리고 커피숍 원두커피 시대가 열

린다. 그리고 광복 직후 생긴 백조다방은 지금도 북성로에서 명맥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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