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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을 시작하며

옛 사진은 묘하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땐 그랬지’ 하며 웃음이 났다가

또 금세 온갖 그리움이 쏟아지며 코끝이 찡-해진다.

오래된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예컨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삶의 반짝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추억은 늘 오늘보다 아름답다.”

이 책은 어쩌면

당신이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그때 그곳, 그 시간들에 대한

수성구 보물찾기 일지도.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 John Ru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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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지금

어김없이 과거가 될 오늘,

지금을 기록하는 행복수성 아카이브팀의 작업

다섯 명의 청년들이 수성구의 현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았다. (2019)  노강희_2019_중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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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희_2019_상동교 노강희_2019_화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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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희_2019_만촌 해피타운 노강희_2019_만촌 해피타운



10 11

노강희_2019_들안길 시화거리 노강희_2019_들안길 시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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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은_2019_청구시장 김미은_2019_만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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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은_2019_대공원시장 김미은_2019_신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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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은_2019_대공원시장 김미은_2019_신매시장 파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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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_2019_청솔로 이발소 김명주_2019_희망로 열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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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_2019_범어청솔지구 재개발 김명주_2019_범어청솔지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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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_2019_범어1동 김명주_2019_범어청솔지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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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_2019_만촌동 장은수_2019_만촌동 전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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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_2019_파동 재개발지구

장은수_2019_파동 재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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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_2019_파동 재개발지구 장은수_2019_오래된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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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용_2019_고모역 박장용_2019_고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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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용_2019_수성못페스티벌 박장용_2019_수성못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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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용_2019_들안길페스티벌 박장용_2019_지산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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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용_2019_수성구 전경 박장용_2019_수성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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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속 수성구를 찾다

사라져가는 수성구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수성구의 과거 사진을 공모 (2019)

수성구민들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찾은

보석같은 사진들을 함께 들여다보자.



40 41

고재호_1998_범어초 과학시간 김운숙_1994_교실 안 (동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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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숙_1992_동원중에서 2군사령부 후문 사이, 경부선 철길 밑 굴다리 최재범_1990년도 후반_수성못 통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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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배_1985_수성못

최승배_1988_시내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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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수_상여집 고재호_1999_수성못 아이스링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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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윤_1984_대구어린이회관 견학 박소윤_1989_대구어린이회관 미니청룡열차



50 51

김학동_1997_어린이대공원 임상무_1997_수성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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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무_1991_수성랜드 이성훈_1995_수성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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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현_1987_수성관광호텔

문지현_1984_수성못 유람선 탑승을 기다리며

문지현_1986_어린이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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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_1980_정화여고 후문 송영진_1981_중동교와 상동교 사이에서 송영진_1981_겨울 수성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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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명_1988_어린이회관 88올림픽 기념조형물 앞 문선영_1987_대구교육청 앞마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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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_1988_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

문선영_1988_동일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이성훈_1991_성동초등학교 운동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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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_1994_수성랜드

이성훈_1994_수성랜드

정원기_1995_수성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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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진공모전

수성구민들의 손으로 기록한 수성구의 모습

수성사진공모전 1-9회 수상작

빠르게 변해온 삶의 모습들, 거리 풍경 등  

수성구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되짚어 본다.

1회_대상_이영숙_신천야외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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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_대상_최정환_환희 (두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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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_입선_이지환_나이뻐 9회_입선_한명숙_오누이 9회_장려_김경호_팽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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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_장려_이지환_수성의 아침 2회_입선_이성근_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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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_입선_이성근_담티고개

3회_입선_이지환_살기 좋은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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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_동상_전소연_고산의 어제와 오늘 4회_장려_박영주_윤곽드러낸 월드컵경기장



76 77

5회_장려_이상원_월드컵의 꿈

6회_장려_이정남_무제



78 79

7회_은상_진은주_범어네거리의 붉은 악마들 7회_입선_이무식_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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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_동상_김성국_전원도시 (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부근) 9회_입선_도해천_황금네거리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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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_입선_이창기_범어네거리 야경 2회_입선_최준호_범어네거리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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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수성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에서 수집한

1950-1990년대 수성구 과거 사진자료

2018 용학도서관 향토자료 전시

「도서관, 우리마을의 기억을 담다」

김수자_1956_수성못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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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_1963_수성못 선착장

김수자_1955_수성못 동쪽 산에서 수건돌리기

김수자_1967_수성못에서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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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균_1950_수성들에서 농사짓는 모습 신동균_1950년대_상동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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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962 수성못. 수성못에 그네가 있
었다.

손정미_1962_수성못 그네

손정미_1966_수성못 배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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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미_1962_수성못 손정미_1965_수성못

손정미_1968_수성관광호텔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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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균_1960년대_수성못

신동균_1955_수성못 물문



96 97

김주선_1961_수성못 뒷산

김주선_1961년_수성못 뒷산



98 99

손정미_1981_수성못 뱃놀이

손정미_1985_수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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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미_1986_상동-신천 공사중 손정미_1990_상동다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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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이_1987_범물 경로당 팔순잔치 이향이_1990_수성구민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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