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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ries representing Today’s 

현재 대표경관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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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새해맞이(디아크)
Greeting the New Year



10 11

팔공산의 겨울
Winter at Mt. Palgongsan

동구

성서IC의 야경
Night View of the Seongseo IC

달서구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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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Daegu Stadium

북구(금호JC)

금호강의 야경
Night View of the Ge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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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명동

막창일번지
The Most Famous Makchang Restaurant District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도동서원
Dodong-seowon Confucia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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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성모당의 밤
Silent Night at the Grotto of Our Lady of Lourdes

중구 남산동

강변의 유채꽃 길
Riverside Rape Flower Road

북구 노곡동(하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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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의 봄
Spring at Duryu Park

남구 대명동(비파산 정상)

대구 앞산전망대
Mt. Apsan Observatio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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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의 산책데크와 참꽃의 어울림
Harmony between Mt. Biseulsan Promenade and Korea Rhododendron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의 겨울
Winter at Mabijeo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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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산동

추억만들기
Making Memories

북구 칠성동2가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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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산동

눈 내리는 선교박물관
Missionary Museum in Snow

달서구 장기동

금호JC에서 바라본 대구 주경
Daytime in Daegu viewed from Geumho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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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의 밤
Night View of Daegu Stadium

중구 동인동2가(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 관등놀이
Lantern Festival in Dalgub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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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디아크
The ARC

달서구 두류동3동

두류공원의 야경
Night View of Dury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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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산동

역사의 흔적
Traces of History

중구 동인동2가(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역사는 살아 숨쉰다
History Brea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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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화원읍 본리리(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찔레꽃 토담길
Earthen-walled Road with Wild Rose

중구 남성로(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족욕체험
Foot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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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로동(불로동 고분군)

고분군의 아름다운 일몰경
Beautiful Sun Set at the Tomb Park

동구 도학동(북지장사 가는 길)

같이걷기
Walk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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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Daegu Stadium

달성군 다사읍

달성습지의 가을
Autumn at Dalseong Sw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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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곡동(수목원)

대구의 휴식처
Resting Place in Daegu

대구시가

대구시가
Downtow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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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의 봄
Spring at Mt. Biseulsan

동구 효목동(동촌유원지)

물놀이
Having Fun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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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효목동

시선
Gaze

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 참꽃길
Korea Rhododendron Road at Mt. Bise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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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천교 부근)

신천의 야경
Night View of the Sincheon Stream

신천(대봉교 부근)

신천의 산책길
Promenade along the Sin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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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인동2가(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제야의 종
Ringing the Bell on New Year’s Eve

달서구 유천동

아름다운 장미
Beautiful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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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팔공산의 겨울
Winter at Mt. Palgongsan

중구 동성로2가

축제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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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s from Old Memories

옛 추억경관

Daegu

달성군 현풍면 지리

현풍곽씨십이정려각
Transformation of the 12 Distinguished Hyeonpung Gwaks’ Mon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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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에서 본 한일극장
Hanil Movie Theater seen from Dongseongno

중구 동성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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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산동

추억의 동산 
Dongsan in Memory

사라진 대구역 
Bygone Daegu Station

북구 칠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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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검사동

동촌의 구름다리 

Cloud-shaped Bridge at Dongchon

북구 칠성동2가(대구역지하차도)

대구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렬 

The 50th Anniversary Parad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egu Dio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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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성로2가

중앙네거리  

Joongang Junction

수성구 파동

수영장 

Swimmi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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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산동

동산동의 풍경

Scene of Dongsan-dong 

달서구 감산동

1960년대 말 감산동의 우시장 전경 

Cattle Market at Gamsan-dong at the End of the 1960s



62 63

북구 칠성동2가

추억의 대구역

Daegu Station in Memory

중구 계산동2가

최덕흥주교 장례식 행렬

People in Line for the Funeral of the Bishop CHOI Deok-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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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고성동

고성동의 옛 모습

Former Look of Goseong-dong

중구 계산동2가

계산성당(1919. 3. 27)

Gyesan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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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1985

Daegu Station in 1985

중구 포정동 부근

기념촬영

Commemorative photo-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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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Dongchon Resort at Dong-gu, Daegu

서구(달서천)

사라진 개천 

Disappeared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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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계산동

계산성당 주변(1980년 6월)

Gyesan Cathedral Area

중구 계산동

계산성당 주변(1950년대)
Gyesan Cathed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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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구 내당동

1960년대 말 내당네거리 부근 전경 
Naedang Junction Area at the End of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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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선교박물관
고광열 ㅣ 장려상25

디아크
김나영 ㅣ 장려상29

찔레꽃 토담길
김재현 ㅣ 장려상33

대구스타디움
배창기 ㅣ 입선37 대구시가

정효태랑 ㅣ 입선38 대구의 휴식처
조 숙 ㅣ 입선39 물놀이

김행란 ㅣ 입선40

같이걷기
신연식 ㅣ 입선34 고분군의 아름다운 일몰경

김병영 ㅣ 입선35 달성습지의 가을
이명화 ㅣ 입선36

역사는 살아 숨쉰다 
최승필 ㅣ 장려상30 역사의 흔적 

임종복 ㅣ 장려상31 족욕체험 
박세훈 ㅣ 장려상32

달구벌 관등놀이
이화선 ㅣ 장려상26 대구스타디움의 밤

최은희 ㅣ 장려상27 두류공원의 야경
홍연억 ㅣ 장려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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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디아크)
최성규 ㅣ 대상09

대구스타디움
홍연억 ㅣ 은상13 도동서원

임인자 ㅣ 은상14 막창일번지
한명희 ㅣ 은상15 강변의 유채꽃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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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북구는 1938년 11월 경상북도 달성군 성북면에 속하였던 4개 동으로 북구출장소가 신설된 이래 1963년 1월 달성군 공산면의 동변동과  

서변동을 편입하여 북구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대구직할시 승격과 함께 칠곡군 칠곡읍을 편입하여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되었으며, 

1988년 5월 자치구로 승격되었다. 현재 총23개의 행정동이 있다.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복현1동, 복현2동, 대현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

수성구는 1980년 구(區) 신설시 동구에서 분구하여 수성구로 명명되었다. 19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 시 경산군 고산면이 편입되어 구역 

(區域)이 확장되었으며 현재 총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다.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달서구

달서구는 1988년 1월 1일 서구와 남구의 성서·월배지역 전역과 기존의 일부를 분리 병합하여 14개 행정동으로 달서구(達西區)가 개청되어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하였다. 현재 총22개의 행정동이 있다.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 

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

1914년에 달성군이라 불리웠으며 16개면을 관할하였다. 달성군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현재 3읍 6면을 관할하고 있다.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중구 

중구는 1601년 경상감영(慶尙監營)이 포정동 현재 경상감영공원의 위치에 설치되어 행정, 산업, 군무를 통괄하는 관찰사가 상주하게 됨으로써 

이곳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총1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다.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

1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대봉1동, 대봉2동

동구

동구는 1938년 대구부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63년 구제(區制)실시에 따라 대구시 동구로 된 후 현재 총20개의 행정동이 있다.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 

서구는 1938년 출장소 설치 부조례에 따라 대구부(大邱府) 서부출장소(西部出張所)가 발족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대구시 

(大邱市) 서부출장소(西部出張所)로 개칭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구제실시에 따라 서구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8년 달서구가 신설되면서 

성당동과 성서 전역, 내당동 일부가 달서구에 편입 되었으며, 자치구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총 17개의 행정동이 있다.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1동, 평리2동, 평리3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남구

남구는 1951년 대구시 남부출장소(南部出張所)가 신설, 1963년 구제실시에 따라 남구로 승격되었다. 1980년 남산동과 대봉동 일부가 중구에 

편입되었으며, 1981년 달성군 월배읍 일원이 남구에 편입되었다. 1988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월배지역이 달서구가 신설되면서 달서구로 

편입되었으며 자치구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총 13개의 행정동이 있다.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이천동

7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1군(달성군) 3읍 6면으로 구성된다. 

대구광역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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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진 전국공모전
Landscape Resources Daegu Photo Contest





본 「2013 대구 경관사진 전국공모전에 수록된 사진 및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소유권 및 판권은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