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길
칠곡지역이 배출한 천재소설가 이태원을 중심 콘텐츠로 삼아
팔거역~동천육교 사이에 조성한 독특한 느낌의 블루로드
이태원문학관(영상관)에서는 소설 「객사」 공연영상 시청 가능

영남대로
부산포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
현재 칠곡 박한의원 옆길을 따라 남아 있음

칠곡향교
조선인조 임오년(1642) 설립,
지방의 유학 교육기관.
「객사」 작품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위치
(현재 밑동만 남음) 

관아.내아
지방행정기구인 청사가 위치한 곳. 관서, 관사, 관청으로 불림
현재 읍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이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

육방건물
군현의 행정부서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을 총칭

현재 칠곡초등학교 위치로 추정(교내 이태원기념비 설립)

향청
지방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 ‘유향소’라고도 한다.

′06~′07년 발굴, 현재 칠곡e편한세상 103동 위치로 추정

객사
관리나 사신의 숙소,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

현재 칠곡성당 위치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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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도호부
       옛길

다운로드 NO! 웹에서도 간편하게

검색창에 대구북구 전자지도를 검색하세요.

손쉽고 재미있는 대구 북구 여행!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투어코스 : 칠곡도호부 옛길

이태원길(이태원문학관) → 육방건물(現 칠곡초등학교) → 

영남대로(現 칠곡 박한의원 옆길) →

향청(現 칠곡e편한세상) → 칠곡향교 →

객사(現 칠곡성당) → 관아·내아(現 읍내동행정복지센터)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 거리 : 3km

운영시간 : 매주 화 ~토요일
10:00~, 13:00~, 15:00~

※ 신청인의 요청 및 장소별 운영 상황에 따라 투어시간 조정 가능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 최소 7일 전까지(2인 이상)

www.buk.daegu.kr/reserve (통합예약 : 칠곡도호부 옛길)

※ 기타 상담문의 : 053-665-2344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버스 
•팔거역1 정류장 하차 : 706, 730, 칠곡1, 칠곡1-1, 칠곡2
•팔거역3 정류장 하차 : 칠곡1, 칠곡4
•팔거역4 정류장 하차 : 칠곡1-1, 칠곡4
•동화골든빌 건너 하차 : 706, 730, 칠곡1, 칠곡1-1, 칠곡2

칠곡지역 옛 도호부 주변 역사와

칠곡이 낳은 천재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소설 「객사(客舍)」의 주요 배경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투어 코스를

북구 문화유산탐방해설사와 함께 걸어보자.

칠곡도호부 옛길

교통편 이태원길 출발 기준

예약방법

❖유의사항
•신청인원이나 기상여건(우천 등)에 따라 투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스 종료지점에서 해산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台元, 1942~2009
이태원

소설

「객사(客舍)」

일제 강점기 말 1942년 옛 칠곡군 칠곡면 읍내동 교동부락

(현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에서 출생한 이태원은 1955년

에 칠곡초등학교를 졸업(42회)하고, 1961년에 경북중고등

학교를 졸업(42회)하였다.

글재주가 뛰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방문학지에 응모한 

단편소설이 당선돼 소설가로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장돌림이나

잡역부의 생활을 하며 서민들의

밑바닥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차근차근 문학적인 기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문단 사상 초유로 국립극단과 세 TV 방송국에서

특집극으로 방영된 초대형 작품

(KBS 3·1절 특집 / MBC 광복절 특집 / TBC 광복절 특집)

1970년 문단 데뷔작인 「객사」는 작가의 고향 칠곡의 향교를 중심

으로 기층 민중들의 고단하고 참혹한 삶과 부단하게 짓눌리는 서민

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동학혁명에 남편을 바치고 신분을 천민으로 숨기며 종과 함께 살아

가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칠곡 객사 사람들”이란 제목을 바꾸어 쓴 

것이다.

개인이 갖는 역사의식, 민족이 갖는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식민지 

통치라는 정치폭력에 한 점 부끄럼없이 의연히 맞서, 처절한

삶을 통해 승화시킨 작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