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뿌리 壽成2

수성구의 상징물

전체적인 형상은 기와집과 같은 주거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ㅅ"자를 의미하여 수성구가 살기좋은 주거지역임을 상징하고 있다. 노란색은  

젊음과 교육의 도시를 파란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가운데 파란색 타원형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좌측 노란색 타원형 상단돌출부분

은 수성못의 섬을 나타내며 하늘색 타원형 곡선의 뻗어나가는 듯 한 형태는 수성

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수성구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는 젖줄인 

수성못을 모티브로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상징화하였다. 캐릭터의 머리부분의 모양

은 수성구의 영산인 용지봉을 상징하고 선비들의 

정자관 형태를 하고 있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졌다. 물망이(Mulmangi)는 물 + 희망(망) + 이

(합성어)이며, 캐릭터의 모티브인 수성못의 물 이

미지를 담아내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인정하거

나 우러러보는 명망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희망하

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성구 CI

수성구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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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팔현마을에 집단 서식지

가 있고 품위있고 고고한 수성

구민의 정신을 상징한다.

구조  -  왜가리

아름답고 열정적이며 순결함

을 나타내고 일등 주민의 자긍

심을 높여주는 수성구민의 기질

을 상징한다.

구화  -  장미

오랜 생명력과 장엄하고 강

인한 수성구민의 기상을 상징

한다.

구목 -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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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붙여(개정판)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향토사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
적 변화에 따라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 동
안 당시 신설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방면의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
사를 책으로 묶어내는 노력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괄목할만한 향토
사 연구의 진전이 있었다. 『대구의 뿌리, 수성』이란 제목의 이 책도 수
성구 지역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본격적 저술은 아니었지만 그 때까지 
그러한 연구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의 출발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 때로선 수성이란 지명이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처음 행정구
역명으로 등장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던 시기
였다. 이 책을 통해 ‘수성’이 상고시대의 한 시기 대구권을 대표하는 
지명이었음을 알렸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
도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수성구가 대구 경북권의 대표적 선진 위
상을 가진 지자체로 손꼽히지만 신라 당시는 이처럼 대구권 전체를 대
표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의 뿌리, 수성』 개정판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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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중동의 한 지역 아파트 터파기 공사중에 신라의 
수도 경주지역 왕궁의 발굴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수준의 기와 등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달구벌 천도무산 기
사가 이 유적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 이 유물이 지금의 대구권 전체
의 행정중심지임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물의 수
준으로 보아 경주 왕궁과 비슷하다면 그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이 대구 경북을 대표할만한 유적 유물임에도 불구
하고 문화재 당국의 허술한 발굴조사로 유물이 훼손되고 제대로 수습
되지못한 점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허탈하고 아쉬운 일이었다.

이번에 『대구의 뿌리,수성』의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은 이같이 수성지
역의 새로운 유물 유적이 발굴된 사실 외에도 이전에 출토되거나 알려
진 문화재들 가운데도 판독과 연구 수준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이 책에 보완되었다. 이밖에도 그동안 자료가 부족했던 여러 
항목에서 새로운 기사들을 추가 보완했고 수성구 관내의 기관들의 변
동사항들도 일부 기록을 추가했다.

이 책의 개정판을 통해 수성구의 역사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초
판의 제작과정에서 부족하게 여겼던 많은 부분을 보완했으나 여전히 
본격적인 수성구사를 만들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뒷날을 기약하며 
다시 자료축적에 나설 것을 다짐해 본다.

이 책의 개정판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윤종현 수성문화원 원장님, 수성
구청의 김대권 구청장님, 김희섭 구의회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판
용 사진을 제공해 주신 강위원 사진작가님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수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홍  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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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붙여(초판)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수성문화원의 청탁이 직접적 계기였지만 간접
적으로는 거의 평생을 수성구에 살아오면서 수성구의 역사적 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 동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시행되
면서 자치구내에 사는 주민들이 역사적 문화적 공통체로서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때 마다 내가 살고 있는 
수성구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성구의 농촌 지역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정다운 이웃들과 음식
을 나눠 먹고, 개구리 울던 여름 밤과 잠자리 잡으러 들판을 뛰어다니
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집 아이들은 지금도 그런대로 수성구가 고
향이란 생각과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로 고층 건물이 빽빽
하게 들어 선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과 아이들의 고
향이란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도시의 지방자치에서 특히 이같은 정체성의 문제가 더욱 절실하다
는 것을 느끼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언젠가는 
이를 정리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자치구가 가진 지명에 문제가 적지 않음
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래도 수성구만은 역사성에 부합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숱한 역사적 유물 유적과 함께 많은 문화 유산을 

대구의 선진적 정체성 가진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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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랑스러운 지역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문헌상으로나 출토 유물로 보아 현재의 대구 지역은 상고시대에는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인 위벌(喟伐)이라는 정치체(政治體)와 서쪽
인 달벌 (達伐)이란 정치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 수성 지역의 옛 
이름인 위벌은 신라시대에 수창, 가창, 수성 등의 한자식 지명으로 바
뀌었고, 달벌은 달구벌로도 기록되면서 대구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 대구를 만든 양대 뿌리가 수성과 달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통일신라기에는 대체로 수성 지역의 정치체가 달벌 지역
의 정치체를 다스려 대구 지역의 정치행정적 중심 역할을 해왔음도 역
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오래고 뚜렸한 역사적 위상을 가진 수성구가 지역민의 정체
성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의 정치, 행정, 교육, 문
화,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대구를 선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우
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 문화 분야 등에서 전문가라 할 수도 없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필자가 기존의 자료를 정리해서 이 책을 엮었으나 출판하기에
는 두렵고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시작은 해야 할 일이란 생각
에 용기를 내었다. 부족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질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적 지원을 해주신 이영배 수성문화원 원장 
님, 류형우 수성문화원 초대원장님, 수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해조
음 이철순 대표님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2008년 8월 수성들을 바라보며 

 홍  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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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수성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계승하는 사명에 최선
을 다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2008년 『대구의 뿌리, 수성』을 처음 발
간한 이래 우리 문화원은 수성구의 역사와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보다 
깊이 있게 다가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수성구는 많은 변화
가 있어왔습니다. 새로이 발견되거나 고증된 문화 유산들이 잇따르고 
이 지역에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서는가하면 기존의 기관들도 많은 발
전을 해왔거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같은 변화발전에 따라 이 책도 
수정 보완하지않을 수 없고 이번에 그에 따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이번 『대구의 뿌리, 수성』의 개정판
은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밝히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전체적
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수성구에는 역사적으로 고래로부터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보존
되어 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요 기관들과 명소들이 빛나는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과 청동기시대 유
물을 비롯하여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유·무형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
는 수성구의 빛나는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발굴을 해오면서 과거의 문화유산들을 현대
의 우리와 접목시키는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지키고 창달해 왔습니

향토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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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변동사직단을 복원하고 해마다 사직제를 주민들의 참여속에 봉
행해 오고 있으며 법이산 봉수유적은 조선시대부터 수성구가 교통·통
신의 중심지역할을 해왔음을 알리기 위해 발굴보존작업을 해오고 있
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굴된 중동의 삼국시대유적과 유물은 이곳이 대
구권 치소로 비정되는 유적지임이 드러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였
습니다. 특히 이번 발굴은 수성구가 대구권 전체의 중심이었던 당시
와 현재의 수성구위상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
해 수성구는 한반도 역사의 출발시기부터 다양한 유적유물들이 풍부
하게 산재되어 있는 곳이며,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지역이란 자부심
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같이 뿌리깊은 향토문화와 정체성은 오늘
날의 수성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곧 수성구민의 자랑이자 긍지가 될 것이며 이는 
수성구 발전의 정신적 원천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뿌리, 수성』 개정판 발간으로 지역민들이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
이 수성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랍니다. 많은 향토사 관련 도서 발간이 있었지만, 10여년만에 이 책의 
재발간을 통해 수성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해 할 수 있게 노고를 
아끼지 않은 수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홍종흠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개정판 발간을 위해 적극 후원해주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김희섭 수성구의회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끝으로 수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향토문화의 계승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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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뿌리 壽成14

수성구는 대구 전역으로 보면 대체로 시역의 동남편에 위치해 있다. 

신천 상류인 파동 일대에서부터 형성된 선상지 가운데 신천의 동편 평

야지인 수성들을 중심으로 경산시 경계까지의 동편 산지와 구릉지, 남

으로는 금호강 이남 유역의 구릉지와 평야지를 포함하고 있다. 위도상

으로는 북위 35˚48″에서 35˚87″사이, 경도상으로는 동경 128˚35″에서 

128˚43″사이에 위치해 있다. 

구역(區域)의 범위를 보면 남쪽 끝은 고산 1동의 병풍산 정상(576m)

이 되고, 동쪽 끝은 이 산에서 발원해서 성암산 줄기를 따라 흐르는 욱

수천이 신매천으로 합류한 다음 다시 경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남천에 

흘러 들어 금호강으로 들어가는 지역인 고산 1동의 성동 지역이다. 

병풍산 정상에서 성암산 능선을 따라 성동 지역까지 이어지는 이 지

역이 경산시와 동쪽 경계가 된다. 병풍산 정상에서 용지봉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가창교까지 내려가고 이 다리를 건너 앞산

지형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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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성산까지 연결되는 것이 남구와 달성군 가창면과의 경계가 된다. 

구역의 서쪽 끝은 앞산의 산성산 정상(653m)으로, 여기서 북쪽 산줄

기를 따라 산성 쪽으로 내려가다가 수성중학교 옆 신천에서 냇물을 따

라 대봉교까지는 남구와, 동신교까지는 중구와 경계를 이룬다. 

여기서 동쪽으로 돌아 동구와 경계를 만들며 대구MBC 네거리에서 

화랑로까지 오는 사이에 만촌 1동의 망우공원에서 북쪽 끝을 만든다. 

화랑교에서 금호강을 따라 남천과의 합류 지점인 동쪽 끝까지가 동구

와의 경계다. 

현 수성구의 구역은 1980년 4월 1일 동구의 일부 지역이 분구되어 

생겨났고 이듬해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산군 고

산면이 시역으로 편입되면서 이 지역도 수성구 관할 구역으로 포함되

어 행정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수성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파동이 달성

군 가창면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는 등 부분적인 행정 구역 조정이 있었

다. 그러나 현재의 구역(區域)과 명칭은 단순히 건국이후 행정 관할 구

역의 신설과 변경에 따라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대구분지에 인간이 

정주하면서부터 현재의 수성구지역과 겹쳐지는 신천을 경계로 한 동

남편 지역에 청동기시대 이래 독립적 정치체(政治體)를 형성했던 것으

로 추정되는 기록과 유적·유물들이 남아있다. 이들 세력은 상고시대 

이전 대구를 구성했던 또 다른 정치체인 달구벌 세력과 경쟁 관계에 있

었던 것으로 보여 그 연원은 매우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성구는 농경시대 이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넓은 수성들과 시지들을 배경으로 대구를 먹여살리는 경제적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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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산업화 이후에는 대구 경북의 정치, 경제, 교육, 금융, 문화, 

환경의 중심이 되었고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역이 되었다. 대구

는 영남지방 내륙교통의 최대 결절지이면서 한반도 동남경제권과 환

동해경제권의 거점도시인데 그 가운데서 수성구는 그러한 역할의 중

추 기능을 지역특성으로 하고 있다. 

수성구의 지질은 대체로 대구분지에 분포한 남부 화강암 지대에 수

성 퇴적암 지대가 가로놓여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신천을 경계로 동쪽

의 용지산괴와 앞산괴에 속한 산성산은 화산암 지대이며, 이것은 남쪽

으로 청도와 밀양으로 이어지는 소위 유천층군(楡川層群) 분포의 북쪽 

가장자리를 이룬다. 이같은 지질은 백악기말(약 6천 5백만년전)에 빈발한 

화산 분출 당시 생겨난 용암과 화산재 등 화산성 쇄설물(碎屑物)이 주된

성분이 되어 그이전에 생겼던 호수의 침전 퇴적으로 형성된 수성퇴적

암과 혼재된 상태로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러나 지산동-시지동 일대에 분포해 있는 지질은 호수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땅으로 선갬브리아계(6억년 이전에 형성된 지층)가 덮고 있으며, 

이 지층은 건천리층(乾川里層)이라 부르며 경주 지방까지 뻗어 있다. 백

악기 이후의 대구 지역은 오랜 세월 건육(乾陸) 상태로 계속되면서 자

연 침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깊은 지층에 있는 화강암이 노출됨에 따

라 대구분지가 형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성구 지역은 신천의 퇴적물

로 인해 엷은 충적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

던 기름진 수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수성구의 지형은 넓은 의미의 대구분지에서는 금호강 유역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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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비슬산괴와 동부구릉지에 의해 동남

쪽으로 둘러싸인 모양이다. 비슬산괴로는 이 산의 북쪽 가장자리인 산

성산과 북동편의 법이산, 용지봉, 대덕산(삼덕동 소재 599.5m), 병풍산, 

성암산 등이 수성구의 남쪽 과 동쪽을 산지로 둘러싸고, 지산, 무학산, 

두리봉, 모봉, 형제봉 등 나지막한 산들이 구릉지를 이루어 동쪽을 겹

쳐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산들은 모두 대구의 남부 지역의 산지라 할 수 있고 이 산들의 높

은 연맥은 북쪽에 있는 대구분지와 남쪽에 있는 청도분지를 나누는 경

계가 되며 남쪽으로는 청도천을, 북쪽으로는 신천과 경산 지역의 남천

▷ 용지봉에서 바라본 수성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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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는 분수령을 이룬다. 이들 산지의 주봉은 비슬산이며, 여기서 

앞산괴, 최정산괴, 용지봉괴로 연결되고 수성구는 바로 이들 가운데 

앞산괴 일부와 용지산괴가 만든 땅이다. 

수성구를 흐르는 가장 큰 물줄기인 신천은 그 본류가 이들 산지 가

운데 가창면 우록동 주변 우미산과 삼성산에서 발원한다. 이 물은 비

슬산 동북 기슭에서 발원, 앞산괴와 최정산괴를 가르면서 흐르는 지류

인 기세곡천(奇世谷川 : 오동천, 정대골 하천)과 가창면 용계동에서 합류하

고, 용지봉괴인 병풍산 일대에서 발원하는 범어천이 동신교 부근에서 

합류해서 신천이 형성된다. 

병풍산의 동편에서 발원하는 욱수천은 남천의 지류가 되어 신매천

과 합류, 남천으로 흘러들고 그 일대의 충적평야를 만든다. 수성구 지

역 남부산지의 지질은 대부분 백악기말에 자주 폭발한 화산에 의해 조

성된 화성암이다. 그 중에서도 안산암(安山岩), 안산반암(安山斑岩), 안산

암질각력암(安山岩質角礫岩) 등이 가장 많다. 한 때 성업을 누렸던 대한

중석 달성광업소의 중석광도 이같은 안산암질암에서 채굴되었고, 이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맥반석도 바로 이 안산반암의 일

종인 것이다. 

이처럼 남부산지에서 발원한 신천의 본류와 지류가 산지의 협곡을 

지나면서 들판을 만든 것이 이른바 신천범람원이다. 특히 용계동에서 

지류인 기세곡천과 합류하는 신천이 파동을 지나 상동까지 이르는 협

곡을 지나면서 그 사이 침식에 의한 토사가 물줄기와 함께 범람해서 

쌓이는 과정에 들판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범어천이 다시 용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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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의 토사를 실어 날라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같은 신천범람원은 대구의 남동에서 북동으로 펼쳐지는 길이 약 8㎞,  

최대 넓이 약 3.25㎞ 규모의 장방형의 들판을 이룬다. 이른바 수성들

이라 부르는 이 충적평야는 신천을 서쪽 경계로 하고, 두산동 부근에

서 범어네거리에 이르는 소위 동대구로를 동쪽 경계로 하면서, 다시 

범어네거리에서 동신교까지 직선을 그어 그 안에 드는 땅을 말하는 것

이다. 

이 충적평야는 신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유역인 상동지역은 표고가 

약 75m이고, 이 물이 금호강에 합류되는 하류유역인 침산교 부근은 

약 30m로 평균 구배가 0.5%다. 이는 이 평야가 비교적 급경사로 이루

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표면은 대개 사질

점토로 이루어졌고 약 1m만 파내려 가면 냇가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자

갈돌이 나타나며, 이 자갈돌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깊은 곳은 6~7m, 

얕은 곳은 3m 정도의 두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곳이 하천 퇴적물

에 의한 선상지로 형성된 것이며 그 정점이 상동 지역임을 말해준다. 

또한 신천범람원의 동편에 펼쳐진 분지형 지형은 남동쪽의 구릉지

와 북서쪽의 준평원 침식저지로 이루어져 있다. 동부구릉지는 범어네

거리에서 화랑교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남동쪽 부분의 기복이 큰 얕

은 산지와 골짜기들인데 지산동, 황금동, 이천동, 연호동, 시지동, 매

호동, 고모동 등 지역이다. 

여기에는 두리봉(215m), 모봉(150.6m), 형제봉(195m) 등의 낮은 산봉

우리와 능선이 이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작은 골짜기들이 생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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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 침식저지는 표고 50~60m의 파랑상 기복을 보이는 지역으로 

효목동, 신천동, 신암동, 만촌동, 복현동, 산격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성구 지역의 이 같은 지형은 70년대 이후의 도시개발에 따라 겉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평야지대의 농토와 일부 산지가 택지로 바뀌

었고, 수많은 소류지들이 매립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

야지대와 산지에 도로들이 얽혀있어 과거와는 다른 지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성구의 산지, 평야, 하천 등의 근본 형태는 대체로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이 같은 지형에 따라 대구 지역은 대체로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 부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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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더운 혹한혹서 기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수성구는 신천과 남부

산지로 인해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한 편이

다. 특히 남부산지가 만들어낸 수성못 등 많은 소류지들이 산재해 있

어 더운 날씨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수성구의 기후는 대구의 분지형 특성에 따라 대륙성 기후

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대체로 섭씨 30도 이상의 혹서 지속기

간이 다른 지방보다 길어 더운 날씨를 보이고 소백산맥 동쪽에 위치

해 편서풍이 심하고 강우량이 적다. 그럼에도 수성구는 신천과 남부산

지, 동부구릉지, 많은 소류지 때문에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중심 시가지를 거쳐 오기 때문에 서풍의 영향

도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다. 

수성구 지역의 식생은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온대남부 식생대에 

속하고 소나무 향나무 등 침엽수림과 참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의 혼

합림을 이루고 있으며 난대림 분포 지역에 근접해 있는 만큼 난대 조

엽 식물 및 넝쿨식물도 상당수 포함된 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식

생대는 아직도 남아있는 산지의 식생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수성

구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공해에 의한 훼손이 적지않게 이루어진 상

태이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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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신라이전시대 

수성구 지역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이 지역을 언

제 부터 ‘수성’이란 이름으로 불렀을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에 편

찬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처음으로 ‘수성군(壽城郡)’이란 지명이 나온

다. 신라 경덕왕 16년(AD 757)에 이전부터 있어온 우리말 표현의 지명

을 한자 표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고쳤다는 기록 가운데 처음으로 이 

이름이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당시의 이 곳을 ‘수창군(일명 가창군(嘉昌

郡))’으로 개명했다고 하고, 또 수창군이 본래는‘위화군(喟火郡)’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뒤 조선조 세종 때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도 본래 위화군이라 하고 또한 상촌창군(上村昌郡)이라 불렀다고 적

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창군의 영역이 현재의 수성구와 반드시 일치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 기록의 문맥으로 보아 대부분 

역사와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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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일 것으로 비정될 따름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창이란 이름이 

이 때에 쓰여 진 것을 보면 현재의 달성군 가창면 지역이 당시에는 수

성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창면 지역은 신천의 발원지로서 지형상으로 보면 옛날에도 현재

와 같이 수성구 지역과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다. 다만 욱수천 매호천이 남천에 합류하는 고산 지역은 현재 수성

구에 속하고 있지만 경산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당시의 압독소국이 신

라의 공격을 받고 복속된 후 역시 경덕왕이 그 이름을 바꾸었던 장산

군(獐山郡)에 속했던 사실이 근래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성’이란 한자어 지명은 8세기경에 생긴 것으로 보지만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고 ‘수성’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에 고유한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는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

고 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한 학계의 추정으로는 구석

기중기로 편년되는 약1만~4만년 전부터 이 곳에 사람이 살았던 자취

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성구 지역에는 이처럼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삼한시대), 철기시대(삼국시대), 통일신라

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을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이 곳을 무대로 인

간의 활동이 펼쳐져온 것이다. 

수성구 지역에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나 유물이 발

견 된 것은 1991년부터 시작된 시지지역발굴조사와 2000년 국립대구

박물관이 파동(巴洞)의 바위그늘 유적을 발굴조사하면서부터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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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에는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발굴된 흙더미 속에서 뗀석

기가 출토되었고 파동 바위그늘에서는 불을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유

물이 발견된 직후 구석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게 되

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만 해도 대구의 고고학적 자료로는 신석기

시대 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터라 구석기 유물로 단정하기가 어려웠

던 것이다. 

그러다가 시지지역발굴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견되었고 1998년

~1999년의 상동(上洞) 지석묘 유적의 교란층에서 3점의 태선문빗살무

늬 토기편이 발굴됨으로써 신석기 유적이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입증

되고부터 구석기 유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대구 인근 지역인 상주군 낙동면 신상리와 밀양의 고례리

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대구 지역에도 구석기시대의 인

간거주 흔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그것이 시지유물과 파동유적에

서 드러난 것 이란 견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6

년에 대구의 달서구 월성동에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면서 시지유물

의 뗀돌 유물과 파동 바위그늘의 불맞은 유물도 구석기의 것으로 보

게 된 것이다. 

수성구 지역에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 해도 이들에 대한 유적

이나 유물이 매우 적어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시지

지역의 대덕산 등 산기슭과 골짜기, 파동 지역의 신천과 산성산, 법이

산 등의 강과 산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수렵 과 어로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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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이어지는 수성구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시지지역 산기

슭과 상동지역 신천의 자연제방 위에서 발굴 조사된 지석묘 유적의 

교란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남해안 지방에서 신석

기 중기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원전 

3500년~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도 수성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덕산 일대의 매호천 등

과 신천의 퇴적물이 만든 충적평야와 자연제방, 구릉지 등이 주된 활

동무대였고, 이같은 생활환경으로 미루어 어로와 채집, 수렵활동 등

으로 생계를 꾸렸을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이전까지 수성지역에 살

▷ 파동 바위그늘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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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사람들은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로는 주거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

에 불평등한 관계나 갈등이 진행되는 등 정치세력화 현상은 뚜렷이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들어 와서는 정치세력의 출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청동기시대에 대한 개념과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논

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구시사의 편년에 따라 그 개시 시기를 기원

전 10~7세기(고조선이 위치했던 중국 동북 지방을 포함하면 BC 10세기, 한반도 남

부로 한정하면 BC 7세기)부터 BC 3세기(북한 서북 지역에 철기가 나타나는 시기)

까지로 했을 때 그러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 상동 청동기마을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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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크게 지석묘와 주거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 지석묘는 대구권에는 4곳에서 조사 발굴 되었다. 수성구 

지역에는 신천중류 일대와 상류인 가창 지역에 지석묘가 그 가운데 가

장 큰 집단을 이루고 분포되어 있었고 대덕산에서 발원한 욱수천과 매

호천 유역인 시지지역에도 여러 기의 지석묘가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동기시대 이전의 수성구 지역에는 금호강과 연결되는 욱

수천, 매호천 유역과 신천 중상류 유역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

았던 것이다. 

이들이 축조한 지석묘군은 최근까지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

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침탈 

이후인 192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옛 대구읍성 바깥에는 지석묘가 즐

비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대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정원석 등으로 

마구 훼손하는 바람에 이미 그 7년 뒤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욱

수천, 매호천 유역의 지석묘도 해방후의 개발에 밀려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주거지의 경우는 구릉지와 하상충적지와 같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

었는데, 수성구에서는 상동의 구 정화여고(현 우방팔레스 아파트) 자리인 

평지와 시지동의 지석묘가 발견된 지역에 인접한 욱수천 유역에 자리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이미 일부 지역의 평지와 구릉지에 

마을을 이루고 하천변의 자연제방에는 지석묘를 만들어 집단의 경계 

표시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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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청동기 중기에는 주로 장방형이고 세장방형이나 방형의 

형태로도 만들었다. 후기에는 원형이나 타원형 혹은 말각방형을 이루

고 중앙에 작업구덩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도 출토 유물로 보

아 농경, 어로, 수렵, 채집 등의 방식으로 계절에 따라 주변의 여러 자

원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의 청동기 유적에는 전기(前期)의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 드러난 중후기의 것만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중기 이전에는 구릉지

와 평지에 살다가 후기로 오면서 평지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후기로 올수록 농경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

로 짐작되기도 한다. 상동의 거주 유적은 청동기의 전후기를 막론하고 

하천변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농경에 유리한 조건 때문에 다른 마을에 

앞서 농경을 시작했고 계속 그 비중을 높여온 것으로 보인다. 

상동의 청동기 전기 주거지의 규모는 전체 약 17동(150㎡)이 확인되

는데 이는 당시 대구 지역 마을 규모로는 평균 크기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되고 인구는 작게는 10명, 많게는 30여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상동의 후기 거주지 유적은 총주거면적 86.21㎡로 6명

~17명 내 외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당시 상동 지역의 사람들은 집단적 묘

역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생업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

을 해결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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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의 위상을 강조하는 묘제라기 보다 집단중심적 특징을 드

러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동의 지석묘 1호에는 피장자 가까이 구덩

이를 파고 불을 피운 다음 자갈로 덮은 흔적이 있어 당시 장례의식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태웠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 시기에는 내부 혹은 외부와의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했음을 암시

하는 여러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같은 갈등이 집단 안팎의 헤게

모니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으

▷ 상동 청동기마을 움집



대구의 뿌리 壽成32

나 주거지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무기류, 방어용 시설, 마을의 방어 전

략적 위치, 화재의 흔적 등이 이를 말해준다. 상동의 주거지 17동 가

운데 9동이 화재손실을 입었고 지석묘에서는 돌화살촉, 간돌검 등이 

나오고 있어 이 때 사회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로 여겨진다. 

그 뒤 철기시대는 철기가 등장하면서 청동기가 실제 사용되기 보다 

의례용으로 함께 쓰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철기시대는 전기와 후기

로 구분하는데 중국의 전국시대 무렵 우리나라 서북한 지역에 철기문

화가 들어 오는 기원 전후까지(기원전 300년~0)가 전기이고, 그 뒤 기원 

▷ 상동 청동기마을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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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0년까지가 후기로 농기구 등 생활도구 등이 이미 철기로 보편화

되는 시기다. 철기시대 후기는 대체로 학자들 가운데는 원삼국시대라

고도 부르는 역사시대에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구 지역의 경우는 호남이나 호서지방 보다도 늦은 기원전 1세기경 

전반에 쇠도끼, 쇠칼, 쇠모자 등이 무덤에서 발굴되고 있다. 수성구지

역에는 상동의 구 정화여고 지역에 원형점토대토기유구가 발견되었

고, 만촌동 유적, 신천동 청동기 유적, 지산동 청동기 유적 등이 그 시

기의 것이다. 동모, 동과, 소동탁, 간두령 등이 나온 신천동 유적은 기

원전 1세기전반경 무렵의 것으로 보고, 일광경(日光鏡), 소명경(昭明鏡), 

우각형동기(牛角形銅器), 과초(戈鞘), 검파두식(劍把頭飾), 검초(劍鞘) 등이 

출토된 지산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다. 세형동검 

3점, 중광형동과(中廣形銅戈) 1점, 검파두식금구(劍把頭飾金具), 칼코부속

구 등이 나온 만촌동 유적은 기원후 1세기 전반의 것으로 편년된다. 

또한 무덤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지석묘 대신 목관묘가 축조되기 시

작하고 무덤의 부장품은 홍도 대신 흑도장경호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이 부장되고 있어 이전까지의 지석묘 사회와는 다른 묘제와 부장품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원후 1세기에 들어와서 동검, 동

과, 동모와 더불어 철검, 철모, 철부 등의 철기류, 그리고 주머니호 등

이 출현해 위세품으로 청동무기류와 철기류가 부장되는 양상으로 바

뀌고 있다. 특히 수성구 지역의 만촌동 유적 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가 부장되고 무덤에 따라 부장품의 양과 종류, 질 등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기원전 2세기말부터 기원후1세기 전반 사이에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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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 수성 지역을 비롯한 

대구권에 사회권력이 집중되고 유력한 지배자가 출현되고 있는 과정

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권의 평리동 유적에는 한경(漢鏡)과 방제경이 출토되기도 해 이 

시기에는 지석묘를 축조했던 청동기시대와는 달리 대구권을 훨씬 넘

어서는 교역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경은 낙랑을 

포함한 장·거리 교역망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아 물산의 분배와 

소비권이 이같이 광역화 되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정치적 사회적으로

도 광역적 상호 연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대구권에

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걸쳐 수많은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고 신

천변에 특별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서도 특기할 현상이

며, 대구권에서 호남 호서권과 다른 유형의 청동 철기 유물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정치체 성격과 관련해서 관심을 끈다.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사이에 이상과 같은 고고

학적 유물 자료들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수성지역을 포함한 대구권

에도 초기국가 형태인 읍락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

국사기>, <삼국유사>, 중국의 <삼국지>,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도 

이른바 한국(韓國), 혹은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三韓)으로 부르는 국

가들의 존립시기에 소국(小國)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성구의 고산 지역은 당시 경산 지역에 있었던 압독국(押督國)

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수성구 지역과 대구가 그 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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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름의 정치체나 읍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의 논의가 무성하지만 단정적으로 판단할 기록은 없다. 대구권이 신라

에 편입된 후에도 달벌(達伐), 달불(達弗), 또는 달구벌(達句伐)로 불리워 

졌다는 사실과 수성지역을 이전부터 위벌(喟伐)로 불렀다는 기록은 이 

곳의 읍락국가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명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경산 지역에 있었던 압독국은 초기문헌에 그 이름이 남아

있는데 대구권의 소국은 왜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경주 지역에서 세력이 가장 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읍락국가인 사로

국이 주변 읍락국가를 복속시켜 신라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구권의 읍

락국가들은 바로 사로국에 병합되지 않고 인근 국가와의 갈등을 겪은 

끝에 복속되는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신라에 합쳐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학설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경산 지역의 고고학적 

출토물이 질 과 양에서 대구 지역 보다 우세하다는 점에서 대구지역

의 읍락국가가 경산의 압독국에 병합되었고, 나중에 압독국이 사로국

에 복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수성지역에 위치했던 위벌의 경우도 

신천 서쪽 달구벌의 고고학적 출토물과 비교해 질과 양에서 상대적으

로 열등한 것으로 보아 달구벌이 위벌 등을 복속시켜 달구벌이 가장 

강한 세력이 되었으나 달구벌도 결국 사로국에 병탄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신라에 편입된 후에도 달벌, 위벌 등의 이름이 문헌에 

남아 있는 것은 이들이 상당한 세력의 정치체를 형성했었던 것을 암시

하고 있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 후 달구벌로 천도하려 했던 점이나 

이 달구벌을 수창군(현 수성 지역)으로 이름을 바꾼 위벌로 하여금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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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한 점 등은 읍락국가 시절의 대구 지역 정치체가 가진 위상을 짐

작케 하는 것이다. 

당시 대구 지역의 읍락국가는 현재의 대구광역시 행정 구역과 비슷할 

만큼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구 지역이 언제 사

로국이나 압독국 등에 편입 되었는지 분명하지않다. 삼국사기 등의 문

헌과 대구권이 신라에 복속된 직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무술오작비

의 명문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서기4세기경에 대구가 신라영역

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내 세부영역에 관한 최초의 문

헌기록인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 기사에서 보이

는 내용은 신라시대 대구의 상세한 영역의 범위와 위치를 짐작케 한다. 

“壽昌郡(壽一作嘉)本喟火郡 景德王改名今壽城郡領縣四 大丘縣本

達句火縣景德王改名今因之 八里縣本八居里縣(一云北恥長里一云仁 

里)景德王改名今八居縣 河濱縣本多斯只縣(一云沓只)景德王改名今

因之 花園縣本舌火縣景德王改名今因之 (<三國史記> 권 34 地理志尙州條)” 

이 기사는 이미 8세기 중반에 신라 경덕왕이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

치면서 본래 위화군이었던 수성군을 수창군 혹은 가창군으로 개명하

고 그 아래 대구현, 팔리현, 하빈현, 화원현 등 네 개 현을 영속시켰다

는 것이다. 이는 당시 수창군(가창 지역 포함)이 대구 전역의 행정 중심인 

군치(郡治)지역이며 현재의 칠곡 지역인 팔거현과 현재의 달성군에 속

하는 하빈현과 화원현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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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6세기의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 산지엔 산성이 있어 

각 지역은 이미 성촌(城村)을 이루어 왔고 이들 마을이 모두 합쳐져 하

나의 읍락국가를 형성했던 것이나 신라 시대에 들어와 그 같은 군현 

형태의 행정단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세기 전

후한 시기에 현재 대구광역시권역의 정치적 중심지가 수창군이었다

는 사실이 이 기록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5개 지역에서 발

견되는 유적과 유물을 비교해 보면 달구화 지역이 위벌 지역보다 우세

하다는 점에서 읍락국가 시기엔 달구화의 정치적 위상이 위벌 보다 높

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곳이 신라에 병합된 어느 때부터인

가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위벌지역이 대구권 전체를 다스리는 군치지

역으로 위상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부 학계에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달구벌로 천도하려 했다가 귀족들의 반대로 좌절되자 그 과정에서 

▷ 상동 지석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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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달구벌의 정치적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치를 위화에 두었

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같은 수성구의 옛 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대구도호부 속현

조 수성현항에서는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在府南十二里 本喟火郡一云上村昌郡新羅景德王改壽昌郡一作嘉

昌 高麗初改今名”

고려초에 수성현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본래는 이 곳을 위화군 혹은 

상촌창군이라 불렀고, 신라 경덕왕이 수창군 혹은 가창군으로 이름을 

고쳤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성구 지역은 그 이름이 위벌 혹은 상촌에

서 유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 곳에 상동(上洞)이란 지명이 남아있는 것과 위벌의 위는 위

를 뜻하는 상(上)과 같고, 벌(伐)은 벌판과 같은 뜻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위벌, 상촌, 상동 등은 같은 말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곳에 남아 

있는 상동 지석묘, 두산동 고분군, 지산동 유적 등은 상고시대의 수성

구 지역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통일신라기의 수성구지역은 신천의 중상류를 근거지로 한 

위벌세력이 현재의 광역 대구권과 유사한 영역을 다스리는 행정 중심

지였고, 욱수천 유역, 고산지역 등 현재의 시지지역은 달구벌 보다 더 

세력이 강성했던 압독국의 군치 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

찍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라 할 것이다. 이 시지 지역의 유적으

로 고산 고분군, 욱수동 고분군, 남천지역 지석묘군, 욱수산성, 고산

산성 등과 이들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 등이 이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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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지역이 언제 신라에 편입 되었는지는 문헌과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지리적으로 보아 분명한 것은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562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측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 낙동강으로 진출

하는 것이고 낙동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와 물자를 한반도의 남

부권 전역에 운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가야를 복속시

켰는데 그 사이에 지금의 영천과 경산, 대구권을 순차적으로 복속시

켰던 것이다. 

578년에 건립된 대구 무술오작비에는 대구권에서 수리시설을 했던 

내용을 전하면서 이미 그 당시 대구지역이 신라에 통합된 것을 알 수 

있게 적어놓아 이 비가 세워진 시기 이전에 대구와 수성지역이 신라 

땅으로 편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이 비를 통해 이미 이 시기에 

신라의 지방행정편제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비는 이두문으로 쓰인 고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미 그 무렵 이두의 발달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두의 창제자가 설총이란 삼국사기

의 기록 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것으로 밝혀져 문화적으로도 신라의 이

두문자가 이 시기에 문자체제를 거의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한국기술교육대 정재영,최강선 교수 발표). 이 비는 대구의 시가지 중심

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비가 처음 어디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

구지역의 당시 수리시설을 기념한 비임은 확실한 것같다. 이 비의 내

용으로 보아 이미 그 당시 대구권은 중앙정부가 있었던 경주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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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지배하에 놓여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같은 영향력이 비

문의 이두식 표현과도 직접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

실에 비추어 대구는 4세기경에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성 지역은 신라의 어떤 지방 편제에 속해 있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통일신라 직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던 주군제(州郡制)에

서 지명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는 것과 통일신라 전에도 주군제(州郡

制)에 따른 지명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고 있는 점은 신라의 당시 행

정제도를 말해준다. 이는 이미 6세기경에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권에

도 주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신라의 첫 대구권 군치지

역은 기록상으로 드러난 것은 없으나 유물 유적 자료를 비교할 때 달

구화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6세기경에는 위화군을 군치로 하여 3~4개의 성촌이 이에 속

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압량군 예하에는 1~2개의 성촌이 속해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군은 광역주(廣域州)인 하주(下州)의 영역

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6세기경 신라 지증왕대에 위

화군과 예하의 성촌, 압량군과 예하의 일부 성촌을 설치한 사실과 진

흥왕 16년 광역주인 하주를 설치하면서 이 지역을 영속시켰던 것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현재의 수성구는 당시 광역주인 하주에 속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역과 비슷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 중심(군치

지역)인 위화군과 비슷한 넓이와 위치를 가진 영역이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수성구 영역의 일부인 시지지역은 압량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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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수성지역은 신라권으로 편입되면서 이전까지 달구벌이 이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해오던 것이 이 곳으로 치소가 이동하게 되

는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와 복속지역내의 지역간 

역학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삼국통일과 함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분권체제가 중앙집

권체제로 바뀌면서 백제, 고구려 고토를 포함한 전국을 9개주로 나누

고 그 아래 군현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의 주요 거점에 5소경(小京)

을 두었다. 이에 따라 수성 지역의 상위 행정 단위인 하주의 행정영역 

▷ 상동 청동기마을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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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영속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이전까지 수창군

이 소속되었던 하주가 소멸되면서 삽량주와 거열주로 나누어지게 되

고 대구권을 다스리던 수창군은 삽량주에 영속되었다. 삽량주의 주치(

州治)는 양산(梁山)이었고 이 주에는 오늘날의 경남 지역 일부와 경북의 

경산군, 영천시, 대구시 등이 영속되었다. 

그러나 신라왕조는 통일을 달성한 후 지배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신

문왕 5년부터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군의 하부조직으로 비

로소 현(縣)을 두었다. 현은 이전부터 있어온 성촌(城村)을 재편한 것인

데 대구 지역에도 이 때부터 현제가 실시되었고, 수성지역은 삽량주에 

속한 위화군과 압량군 일부로 현재의 대구광역시의 대부분 권역과 경

산시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군치지역의 역할을 했다. 위화군에 영속된 

현은 대구를 관류하는 신천의 동편 지역인 군치지역 외에, 서쪽의 달

구화현(達句火縣), 월배 지역인 설화현(舌火縣), 성서지역인 다사지현(多

斯只縣), 칠곡지역인 팔거리현(八居里縣) 등 4개현이었다. 

한편 수성구에 편입된 고산 지역은 현재의 경산시 전체를 다스리

는 압량군 군치지역의 일부로써 금호강을 경계로 한 팔공산 기슭 동

북쪽 의 현 동촌·불로지역 일원인 치성화현(稚省火縣)을 속현으로 두었

다. 이들 군현에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군에는 군

태수(郡太守) 1인과 외사정(外司正) 1인, 현에는 현령(縣令) 혹은 소수(少

守) 1인 등의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 출신 촌주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

을 다스렸다. 

그 후 이같은 군현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경덕왕대에 와서 한화(漢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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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시되면서 지명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이 때 대구라는 지

명이 처음 쓰이게 되었고 압량군은 장산군(獐山郡)으로, 치성화현은 해

안현(解顔縣)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같은 한자식 지명은 19년 뒤인 혜

공왕 12년(776)에 복고정책에 의하여 다시 이전의 지명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통일신라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자식 지명을 차츰 널리 사

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성 지역의 당시 내부 사정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제대로 

알 수가 없으나 후대의 기록인 고려말의 주관육익(周官六翼)을 인용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구도호부 성씨조의 기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즉, “수성(壽城) 빈(賓) 라(羅) 조(曹) 혜(嵇) [주(註) ; 주관육익

(周官六翼)에 수성에는 옛날에 3성(城)이 있었는데 수대군(壽大郡), 일명 

양성(壤城)은 그 성(姓)이 빈(賓)이고, 구구성(句具城)은 그 성이 나(羅)이

고, 잉조이성(仍助伊城)은 그 성을 조(曹), 혜(嵇)라 하였다.]” 라는 기록

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성군이 다스렸던 해안현(현 동촌·불로지역)에 대

해선 “해안(解顔)에 모(牟) 백(白) 하(河) 신(申) 정(丁)[주(註) ; 육익(六翼)에 

또 말하기를 ‘성화성(省火城)은 모(牟)이고, 무가성(無價城)은 신(申)이고, 

불좌성(佛坐城)은 백(白), 하(河)이고, 명성(鳴城)은 정(丁)’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했다. 

이 기록에서 표현한 ‘옛날’은 그 시기가 늦어도 신라의 경덕왕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수창군 내에는 3개의 성이 있었

고, 수창군의 속현인 해안현에는 4개의 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대

체로 한 개의 군현에는 3~4개의 성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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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의 성촌에는 한 두 개의 성씨들이 모여 살아 

강한 혈연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성들은 

현재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없다. 

이 기록은 대구의 수성을 본관으로 하는 현재의 성씨들과 같은 성씨

로 볼 수 있는 완벽한 입증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신기하게도 그

런 성씨가 남아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1990년 서

울의 중앙일보사가 조사해서 발행한 <한국성씨대백과 성씨의 고향>

에는 빈(賓) 씨의 본관은 달성(達城), 수성(壽城), 대구(大邱), 영광(靈光)등

의 4본이 전하고, 1985년 현재 2,647명의 인구가 있는데 영광 빈씨를 

제외한 나머지 본관은 같은 혈족이라 했다. 또 수성 조(曺)씨는 전국에 

83명(1985년 현재)이 살고 있고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대구의 수

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고 한다. 수성 나(羅)씨는 이 

책에서는 금성(錦城 ; 옛 나주) 나씨에서 분관된 것으로 기록했으나 그 세

계(世系)가 분명치 않다. 

수창군이 다스려왔던 대구권은 통일신라 후기에 벌어진 진골 귀족

이 중심이 된 왕위쟁탈전의 과정에서 내전지역이 되었고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 기록이 없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822년 김헌창의 난과 그 뒤 김우징과 장보고

의 반란 등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가창권은 신라의 왕경인 경주로 진입

하는 길목에 놓였기 때문에 군사적 피해가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왕위쟁탈전은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을 갖추었던 통일신라의 

체제가 약화되고 지방세력들이 대두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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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방세력인 호족이 두각을 나타냈으나 <삼국사기>나 <고려

사> 등 관찬사서에는 기록이 없고 조선조 성종 때 왕명에 따라 서거정

이 편찬한 <동문선(東文選)>이란 저서 안에 들어 있는 글 가운데 그같

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말의 대학자인 최치원이 찬한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등루기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라는 기문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왕위쟁

탈 전이 일어난지 70년후 쯤 신라의 지배체제가 동요되는 틈바구니에 

중앙 정부와는 반(半)독립적 성격의 지배 권력을 가진 호족이 대구지

역의 행정중심인 수창군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 호족

의 위세와 성향을 짐작케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이글은 이재(異才)라는 이름의 호족이 수창군내에 있는 호국성에 건

립한 팔각등루에 대해 최치원이 그 경위와 의의를 적은 기문이다. 그 

기록에는 호족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를 6개의 줄거리로 정리해서 살펴 본다. 

(1) 천우(天祐) 5년(908년 ; 효공왕 15년) 호국의영도장(護國義營都將) 중알

찬(重閼粲) 이재(異才)가 10월 겨울 남영(南嶺)에 팔각등루를 세웠다. 나

라의 경사를 빌고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2) 모든 땅에 붙인 이름은 대개 하늘의 뜻에 부합된다. 이 보(堡)의 

서방[兌位]에 못이 있어 불좌(佛佐)라 하며, 동남방[巽位] 모퉁이에 못이 

있어 불체(佛體)라 하고, 그 동쪽에 따로 못이 있어 천왕(天王)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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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남방[坤位]에 고성이 있어 달불(達佛)이라 하며, 성의 남쪽에 산이 

있어 불산(佛山)이라 한다. 

(3) 중알찬은 훌륭한 대부이다. 기회를 타서 뜻을 발휘하여 일찌기 

풍운 속에서 민활한 역량을 시험하였고 이재는 생각을 바꾸어 몸을 수

양하며 수토(水土)에서 은혜를 갚을 생각을 가졌다. 범처럼 나타나 국

가의 세가지해[三害]를 아울러 제거하였고 뱀처럼 도사리고 들어앉아 

더욱 인격의 수양을 쌓았다. 이미 나쁜 무리들을 제거하였으니 곧 바

로 시골로 다시 돌아갔다. 살고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감화할 것이

니 어디에 산들 좋지 않으리오. 드디어 높은 언덕을 택하여 의보(義堡)

를 쌓았다. 

(4) 이에 이르러 왕도의 서쪽[西畿]을 정수(靜守)하며 농사에 종사하

였다. 지방의 주민을 편안히 돌보고 친구들을 맞아 잘 접대하니 찾아

오는 자가 구름 같았는 데도 바다 같은 아량으로 그들을 받아 들였다.

(5) 알찬은 진실로 기둥 집안의 큰 선비이며, 위대한 본국의 충신이

다. 불법으로 방패와 창을 삼고 진리로서 갑주를 삼아 능히 한 경내를 

편안히 하여 10년이 지났다. -<중략> - 용년 양월 경신일(龍年羊月庚申

日) 밤에 꿈을 꾸었는데 달불성 북쪽 마정계사(麻頂溪寺)의 도일대(都一

大)불상이 앉은 연화좌가 하늘 끝까지 솟고, 왼쪽의 보처보살(補處菩薩)

의 높이도 역시 그러했다. -<중략> - 또 성 남쪽의 불산 위를 보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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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미륵상이 몸을 포개고 어깨를 밟으며 북으로 향해 섰는데 그 높이

가 하늘에 닿았다. 며칠을 지난 뒤 다시 꿈을 꾸니 성의 동쪽 장산(獐山)

에 나한승(羅漢僧)이 보였다. 

(6) 그 해 맹동(孟冬)에 등루를 세우고 11월 4일에 이르러 공산동사(公

山桐寺)의 홍순대덕(弘順大德)을 청하여 좌주(座主)로 삼고 재(齋)를 베풀

어 경찬(慶讚)하였다. 태연대덕(泰然大德), 영달선대덕(靈達禪大德), 경적

선대덕(景寂禪大德), 지염선대덕(持念禪大德), 흥륜사(興輪寺)의 융선주사(

融善呪師) 등 고승이 다 모여들어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이 같은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라말 서기908년 무렵 수창

군내의 호국성을 근거지로 삼아 호국의 영도장 중알찬이라 부르는 이

재라는 이름의 호족이 살았다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때의 수

창군은 현재 대구광역시 영역과 유사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치지역인 

지금의 수성구 일대를 가리킨다. 

이재는 “시골로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에서 드러났듯이 수창군 출

신의 지방민이고, 따라서 이같은 촌주의 신분에서 그를 육두품 출신

의 고위직인 중알찬이라 하고 또 호국도의영도장이라 칭했지만 이것

은 나라에서 내린 벼슬이라기 보다 자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

호족들은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자칭 장군이나 성주라 했는데 이재

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재의 세력은 기록상 여러 옛 지명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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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 서쪽의 대구권(달성), 동촌(불좌지), 비슬산(

불산), 경산(장산), 동화사(공산 동사) 등지를 장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루건립 기념법회에 대구권 지역의 대표 사찰이면서 9

세기 후반 경문왕대에 국왕에 의해 민애왕의 원탑이 건립되는 등 민

애왕가의 원찰인 동화사의 큰 스님이 재의 좌장이 되었고, 멀리 왕경

의 대찰과 각 지역의 고승 대덕들이 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의 위세

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재의 정치적 성격은 당시 호족들이 일반적으로 반신라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친신라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고 자신을 불법의 수호자

로 자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927년, 대

구의 팔공산지역에서 벌어진 후백제 견훤과 고려 왕건의 결전 과정에

서는 그같은 세력을 형성했던 호족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이 몰락의 길을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2. 시지권의 신라이전시대 

지금의 시지권 지역은 현재의 대구권과 경산권이 신라에 완전히 편

입되기 전까지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시

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조사된 적은 

없지만 뗀석기와 빗살무늬토기편은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경산 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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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300번지 유적의 청동기시대 11호 내부 주거지 홁속에서 신석기시

대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주변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그 후 신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내려오면서 대구권과는 다른 읍락국가인 압독국의 영역

에 편입되어 있다가 신라가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과

정에 신라에 흡수되었었다. 여기에 시지권이란 시지택지개발지역으

로 지정된 옛 경산군 고산면에 속한 지역이다. 이 곳은 동쪽으로는 남

천, 서쪽으로는 연호산, 남쪽으로는 안산과 성암산, 북쪽으로는 금호

강과 남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따라서 대구권 역시 수성구 노변

동, 신매동, 욱수동(이상 고산1동), 가천동, 고모동, 대흥동(옛 내환동), 삼

덕동, 시지동, 연호동, 이천동(이상 고산2동), 매호동, 사월동, 성동(이상 

고산3동), 그리고 경산시 옥산동, 중산동, 옥곡동에 분포하는 유적은 모

두 시지 유적에 포함된다.

시지동과 사월동에 위치한 고인돌은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

다. 1970년에 노변동에 밭을 가는 과정에서 고분이 발견되었고 이후 

각종 지표조사 과정에서 매호동 고인돌과 욱수동 고분군, 성동 고분

군, 옥산동 토기가마, 가천동 고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시지유적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2년 시지지역이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50여개가 넘는 

유적이 발굴 조사되는 과정에서 구석기시대의 뗀석기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생활유적이 고스란이 확인

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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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지역은 금호강 남쪽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경산시와 맞닿아 

있다.

시지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보면 이 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시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시지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

대의 유적이 발굴조사된 적은 없지만 이 시대의 것인 뗀석기와 빗살

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산 옥산동 300번

지 유적의 청동기시대 11호주거지 내부 흙속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무

늬토기편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주변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유적으로 보아 시지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

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청동기시대에는 옥곡동과 옥산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대부분 

소하천 주변이나 선상지 일대, 곡간의 평야지대에 군집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4세기를 전후해서 변한의 12개국 가운데 하나였던 사로국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신라라는 넓고 강력한 힘을 가

진 나라로 발전했다. 신라는 성립직후부터 낙동강으로의 진출을 추진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천 경산 대구를 경유하는 진출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경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압독국은 일찍이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가 삼국사기

에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이후 옛 압독국의 중심지였던 경산지역에는 

사로국 단계보다 넓어진 신라의 지방지배정책과 군사적 목적을 위하

여 거대한 구조물인 토성을 축조하고 그 일환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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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마을의 일부를 개편하기에 이른다. 이런 배경에는 압독국이 신라에 

항복했다가 이후 다시 군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었던 때문일 것이

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신라는 압독국의 기존세력 교체를 

통해 친신라적인 집단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이같은 신라의 지방정

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세기 중후반경에 이르러서

는 신라와 압독국의 중심세력은 압독국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

격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당시 압독지

역의 서쪽 경계부에 위치하는 ‘시지유적’인 것이다. 시지지역에는 4세

기전반경에 마을이(매호동1008번지 일원-현 매동초등학교부지)등장한다. 주

거지 출토유물로 볼 때 4세기중후반경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 일

대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의 특징은 선상지의 

선단에 대규모로 설치된 점, 주변에 성동토성이 위치하는 점,주거지

의 배치양상이 매우 규칙적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신라 또는 압독의 

중심집단에 의한 주변부의 개발계획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동토성의 설치시기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

을 것같다. 성동토성의 위치는 금호강과 남천이 접하는 주변의 독립구

릉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강을 이용한 물자의 유통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는 금호강을 통한 외부세력의 차단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성동토성의 

축조에 신라 또는 압독 중심세력의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

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선상지의 선앙부 및 주변에서는 생활유적(주거지 및 건물지, 제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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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대형구, 연못, 수혈유구, 우물 등), 생산유적(토기공방과 철기공방), 물자

의 운송과 관련된 도로, 분묘유적 등이 일정한 경관에 입지하고 있다. 

그 설치시기 및 사용시기는 대체로 4세기후반-7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마을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생산유적인 

토기공방과 철기공방의 설치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같으며 이런 이유

로 공인집단을 위한 다수의 주거시설인 지면식 건물지와 정형성을 띠

는 수혈유구 등 약 150여기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기공

방의 경우 조사된 41기의 가마는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4세기 후

반 2기, 5세기전반 6기, 5세기 중반 9기, 5세기 후반-6세기 14기 등이

다. 따라서 주거시설의 수량도 가마수량에 연동되어 증가했을 것이다. 

이같은 시지유적에서 시지·옥산동 가마유적의 설치시점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토기생산방식과 주변지역들의 유적들과 어떤 상호작용하

에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옥산동 토기공방은 가마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볼 때 4세기후반에서 6

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의 수량은 5세기중반부

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세기전반까지 지속되면서 대량생산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토기의 수요가 급증했던 원인은 이 시기

에 이르면서 다수의 하층민들이 분묘를 축조했을 가능성과 함께 인구

증가 및 개별분묘내의 부장품 증가, 주변 유적지역과의 유통 등이 증

가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산품의 증가는 운송망의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

이다. 육상의 도로 및 강을 통한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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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부상과 같은 개인 상인에 의한 물품의 이동도 가능했을 것이나 전

자의 방법이 더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5세기대에 임당

동 유적-대평동유적-사월동유적-시지유적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시지지역-가천동유적-만촌동유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가천동-금호강 너머의 율하지구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 

등의 연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금호강을 건너는 곳은 가천동

유적지와 봉무동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당시 강을 통한 물류시스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토기의 분배양상은 정치체내 분배와 정치체외 분배로 구분되고 전

자의 방식은 대체로 사람이나 도로를 통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도로

와 강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당유적지와 시지유적, 가천동고분

군, 북사리고분군, 신상리고분군 등은 전자의 방식에 의한 것이고, 불

로동, 화원, 성산리, 문양리 고분군 등은 후자를 통한 물품이동이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3.  달구벌 천도 계획 좌절과 

수창군의 대구권 군치지역으로의 승격

삼국사기 신문왕과 천도계획조에는 31대 신문왕 9년(689년)에 왕이 

서울을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으나 이루지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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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문왕이 삼국의 통일수도를 서라벌에서 달구

벌로 옮기려했지만 그것이 좌절되었다는 내용이다. 

신문왕은 진골귀족세력을 대표하는 김흠돌(金欽突)의 난을 진압한 후 

전제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치·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681년 10월에 

시위부(侍衛府)를 개편하여 장군 6명을 두었고, 이어 국왕의 직속부대

인 9서당(九誓幢)을 설치하였다. 682년에는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관

료의 양성을 통해 왕권의 세력기반을 보다 확충시켜 나갔다. 그밖에 

왕족 김씨의 족내혼(族內婚) 실시, 9주(九州) 5소경(五小京)의 정비, 문·무 

관료전(官僚田)의 시행(687)과 녹읍의 혁파(689) 등을 통해 전제왕권을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세력은 무

열왕계 왕족과 김유신계, 그리고 통일 후 지배층에 새로 편입된 구고

구려인, 구백제인 등 비신라계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신문왕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689년(신문왕 9) 도읍지를 달

구벌로 옮기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달구벌은 경주보다 광활

한 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분포한 팔공산 등 큰 산들이 분포해 있어 방

어에 유리한 분지지역이었다. 둘째, 달구벌은 소백산맥을 넘어 서북방

과 서남방으로 진출하기에 편리한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잇점이 있

었다. 셋째 달구벌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천도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었

다. 대구지역은 농경지대로 농업생산력이 풍부하고, 내륙개발을 촉진

시켜 경제적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와 그 지

류를 끼고 있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조운(漕運)을 통한 물자 수송이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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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달구벌이 신라 오악(五嶽) 가운데 중악(中嶽)인 팔공산을 끼

고 있는 지역으로서 신라 중대(中代) 왕실의 세력기반과 관련이 있다

는 점, 무열왕계에 대적할 만한 큰 토착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점, 신·

구 수도 상호관계에서 대구지역은 경주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

고 있고 경주와 가까우며 왕실세력과 관련이 있는 달구벌을 새 수도로 

정하려 했던 것이다.

달구벌천도계획은 신문왕이 685년(신문왕 5) 9주 5소경 제도를 완성

하여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끝난 뒤에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686년(신문왕 6) 정월 이찬(伊湌) 대장(大莊)을 집사부

(執事部)의 중시(中侍)로 임명하고 예작부(例作府)를 확대 개편한 일이 주

목된다. 집사부 중시는 국가의 기밀사무를 관장한 친왕세력으로서 새 

수도 건설을 기획한 실질적인 추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시 대장

은 재임 중에 사망하였지만 그를 이어 원사(元師)가 천도 실패 직후까

지 집사부 중시를 역임하였다. 달구벌 천도준비 시기에 중시를 역임한 

대장과 원사 등은 달구벌 천도를 추진한 핵심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예작부는 토목과 영선을 담당하는 부서로 5단계 조직, 17인으로 

구성된 비교적 큰 관부였다. 예작부의 기능 확대는 달구벌 천도를 준

비하기 위한 목적이 었을 가능성이 크다.

달구벌 천도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신문왕이 689년 9월 26일에 천도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달

구벌의 인근 지역 장산성(獐山城)을 순행한 일이 주목된다. 이때의 순



대구의 뿌리 壽成56

행은 새 수도 달구벌 건설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을 독

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왕의 4년에 걸친 달구벌 천도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689년(신문왕 9)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천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수 백년의 연고 지역을 일시에 떠나기 어렵고, 서라벌에 

오랜 토대를 가진 전통 진골귀족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현실적으

로 달구벌 천도가 어려워지자 신문왕은 왕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는 신문왕이 왕경에 뿌리를 내린 진골귀족

세력들과의 일정한 타협속에서 미봉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신문

왕의 달구벌 천도는 무열왕계의 중대 왕실에 비판적인 전통적 진골귀

족세력의 굴레를 벗어나 통일왕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왕은 새 수도 건설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치이

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구시대를 청산하고 경주지역의 진

골귀족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계획은 진골

귀족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 천도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

다. 달구벌 천도의 실패는 무열왕계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지배층의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또한 왕권과 전통적인 세

력기반을 가진 진골귀족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기득권을 보장해 줌으

로써 향후 신라의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신문왕의 달구벌천도가 좌절되면서 달구벌 지역의 위상은 격하된 

반면 수창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위벌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현재 대

구권 지역의 행정중심인 군치지역이 이 곳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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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벌은 수창군에 예속되고 말았다. 이는 통일신라왕경으로 지정되었

다가 좌절되고 말았던 달구벌 지역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위벌을 

군치지역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 신라당시 수창군의 

관아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 수성구 중동지역의 한 아파

트 신축부지에 경주 왕경의 월지와 수준이 유사한 최고급 귀면기와,

치미, 막새기와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이곳이 대구를 통일신라 수도

로 추진했던 과정에서 수창군을 대구권치소로 정했던 그 증거로 추정

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관련 유물이 아깝게도 파괴되었으나 

아직도 신라왕경 수준의 유물이 이 일대에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서 신라왕경의 궁궐유적과 유사한 유물들이 

발굴됨으로써 대구권으로의 신라왕경천도설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

는 단계에 이르렀고 신라에서 대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나. 고려시대 

918년 왕건의 고려건국 이후 936년 고려에 의한 후삼국통일까지 고

려와 후백제 신라가 정립해 있던 시기의 수성 지역은 수성군이 대구

현, 화원현, 하빈현 등을 영속하고 시지지역이 편입돼 있던 장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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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현을 영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후삼국의 통일전쟁은 신라가 어느편으로 복속되느냐가 핵심적 전략 

과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수성군과 장산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가 후삼국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각축장이 된 것이다. 후백제 견훤

과 고려의 왕건이 동화사 근처인 이른바 동수에서 접전을 벌인 동수대

첩이 그 대표적인 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왕건이 대패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 달아나면서 대체

로 현재의 동촌지역, 반야월지역, 고산지역, 수성구지역, 앞산지역을 

경유해 피신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 수성지역민이 얼마나 전란에 

시달렸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후삼국의 통일전쟁 와중에서 고려와 후백제 세력의 각축으

로 혹심한 고통을 겪어온 수성구 지역은 신라의 패망으로 정치적 입지

가 약화된 데다 한 때 후백제를 지원했던 지역이란 정치적 약점 등을 

배경으로 고려초 군현제도 정비과정에서 그 위상이 형편없이 약화되

었다. 견훤의 신라침공 과정에서 대구권이 후백제편으로 돌아섰고 그 

결과 왕건이 동수대전에서 견훤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반고

려적 성향으로 낙인찍힌 결과 고려통일이후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고려초에 수창군을 수성군(壽城郡)으로 이름을 

고쳤고, <지리지>에는 현종 9년(1018)에 수창군을 종래 양주(梁州 : 신라

의 良州) 관내에서 동경(경주) 유수관의 관내 속읍으로 바꾸면서 군의 영

현이었던 대구현도 상주목 경산부(성주)로 내속(來屬)시키는 등 지역의 

행정구역을 갈라놓은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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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수성구 고산 지역은 당시 장산군으로 수성군과 함께 동경(

경주) 유수관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수창군에서 대구를 분리시켜 각각 

다른 행정관내의 속읍으로 만들어 상주외관(常駐外官)이 없는 향리층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등급을 낮춘 것이다. 수성지역은 고려시대가 거의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정치적 위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수창군이 행정구역상 격하가 일어나기까지 잠정적 과도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정은 <경상도 지리지>의 수성현조

에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기에 수성군으로 개칭하였으며, 언전(諺傳)

으로 가창도호부(嘉昌都護府)라고 한다.”, “또 강등하여 감무(監務)로 삼

았다. 그 승강의 연대는 알수없다.”, “영종(靈宗) 때 수성군사를 계림부

에 예속시켰다”, “공양왕 경오년에 해안현을 겸하여 감무를 두었다.”

고 기록한 것이 이를 시사한다. 비록 민간의 속언이지만 수성군이 강

등되기 전에 도호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감무의 감독을 받는 위

치로 전락하고 마침내 계림부에 예속되고 나중에는 속현의 위치에 있

던 해안현과 같은 등급에서 겸임감무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창도호부의 언전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로는 고려 건국초에 

각 지방에 도호부를 설치했었던 사실과 가창군은 대구현 등 4개의 영

현을 두었던 주현이었고 가창이 전략적 군사요충지였을 것으로 보아 

신빙도가 높은 기사로 간주되고 있다. 신라의 주군영현의 체제가 고

려시대에 와서 대읍 중심의 군현제도로 전환하기까지 과도적 단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사례가 수성군의 경

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전으로 기록된 것은 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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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같은 체제를 갖추었다가 본격적인 개편을 단행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고려가 건국 초기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수성군의 군사전략적 

위상을 중시하고 도호부를 설치했을 것으로 보는 까닭은 이 곳이 신라

의 수도인 경주와 후백제의 진출로인 밀양 김해 등과 연결되는 관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교통로는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대구읍치’부분에 ‘수성고현’과 남창(南

倉)등을 경유하여 ‘팔조령’을 넘어 청도에 이어 경주에 이르는 길을 자

세히 그려놓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 이 지도에는 청도, 풍각, 창녕 등

지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수성을 경유하는 대구로를 서로 연결시켜 

놓았으며 또 이 길의 옆에 있는 성불산에 산성을 그려 놓았고 성불산

과 법이산 사이에 가창천을, 법이산과 팔조령에 각각 봉수대를 그려놓

았다. 이는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성 지역이 청도 풍각 창

녕 방면과 경주 등지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군사적 요충지 역

할을 해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성 지역은 고려초 한 때엔 도호부가 설치될 만큼 행정적 위

상을 가졌지만 고려의 정치적 안정에 따라 본격적 행정체제 정비가 시

작되면서 대구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영역이 축소되고 동경유수관의 

속읍이 되는 위축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 후 125년이 지난 뒤 인

종 21년(1143) 대구현은 현령관이 파견되는 등 행정적 승격을 가져온 

반면 수성군은 공양왕 2년(1390년) 감무가 파견 되었다가 결국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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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단위로 존속하지 못하고 대구에 합속되고 말았다. 

한편 고려시대의 교통로는 육지에는 역참(驛站)과 물길에는 조창(漕

倉)제도를 두었는데 수성 지역에는 수로는 없었고 육로의 역으로는 대

구 지역의 대표적 역인 범어역이 있었다. 그리고 역과 역 사이에는 참

(站)을,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는 원(院)을 두었는데 수성지역에는 오

동원(梧桐院)이 있었다. 범어역참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구부 동쪽 9리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 현재의 범어동 지역 현 수성

구청 뒤편 부근인 대구여고 부지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

재의 수성구청 뒤 과거 못이 있었던 자리에 범어역참 관련 비석 등(경북

대박물관 소장)이 발견된 바 있다. 오동원은 대구부의 남쪽 30리에 있었

다는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가창 오동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가 권력의 부패와 왕권의 약화로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무

신정권이 들어선 후 농민봉기가 심화될 무렵 수성지역을 포함한 대구

권도 이같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신종 5년(1202) 10월에 신라 부

흥을 명분으로 경주의 별초군이 봉기했을 때 부인사, 동화사 승려들

이 운문의 농민군과 합세해 영주(영천)를 공격했다. 당시 무신 집권자

인 최충헌은 이 경주지역의 반군을 진압한 후 동경유수를 지경주사(知

慶州事)로 강등시키고 안동도호부를 대도호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경주

관내의 주, 부, 군, 현과 향, 부곡을 안동과 상주에 분할 예속시켰다. 그

리고 경상도의 명칭도 상진안동도(尙晉安東道)로 바꾸어 이 지역의 재

봉기를 막고자 했다. 이 때 수성 지역도 행정적 위상이 약화되고 중앙

정부의 감시를 받는 지역이 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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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의 침략기인 고종 18년(1231)부터 46년(1259)까지 약30년간에도 

수성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몽고군은 총 6차에 걸쳐 11회의 공

격을 감행했는데, 수성 지역은 2~3차 침략 때는 약간의 노략질을 당

한 정도였으나 6차침략때(1254~1256)는 엄청난 고통과 참상을 겪었다. 

6차 공격은 차라대(車羅大)의 주력부대가 경상도 일원을 휩쓸었기 때

문이다. 

기록에는 “백성들은 세가 궁하여 사자들은 해골을 묻지 못하며 생

자는 노예가 되어 부자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처자가 서로 보존하지 

못한다”, “제도군현(諸道郡縣)의 산성(山城)과 해도(海島)에 입보한 자들

을 모두 출육(出陸)케 할 때 공산성(公山城)에 입보한 백성들이 굶어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고 적어 대구권의 당시 참상을 알려준다. 당시에 부

인사와 동화사가 불타고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몽고군이 문경-상주-낙동-상림-범어-대구 경로를 거쳤을 것

으로 짐작되고 있어 특히 수성지역은 당시의 교통로를 짐작해 볼 때 

극심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말의 왜구(倭寇)에 의한 침입과 피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

었다. 고종 10년(1223)에 고려시대에 들어 처음 침입했던 왜구는 공양

왕4년(1392)에 진압되기까지 169년간 총 529회나 침입했다. 이 가운

데 대구 경북은 총 54회의 내침을 당해 경남,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침입을 받았다. 기록상 대구와 수성 지역이 직접 공격을 당한 것

은 우왕 8년(1382) 6월과 이듬해 7월 두 차례였다. 그러나 대구 인근의 

경주 3회, 청도 1회, 성주 1회, 경산 1회, 김천 1회, 영천 4회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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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을 때도 주력이 아닌 왜구들이 대구 수성지역에 출몰했을 가

능성도 있다. 

당시 피해를 적은 권근(權近)의 <영해부서루기(寧海府西樓記)>에서  

“왜구가 일어나고부터는 날로 쇠체하더니 신유년(우왕 7년 1387)에는 그 

화가 더욱 격렬하였다. 성과 읍은 폐허가 되고 여염은 불타버렸다. 두

어 해 동안을 적의 소굴이 되게 버려두니 관리들은 다른 고을에 가서 

붙어 살고 범과 산돼지는 옛 마을에 와서 날뛰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수성구 지역의 참상도 짐작된다. 

수성 지역의 경우는 <고려사절요> 권 31에 전하는 수성(守城=壽城)

인 조희삼(曺希參)과 경산(景山=星州)인 배중선의 딸, 영산인 신사천의 

딸 등에 얽힌 ‘3인절효’의 이야기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조희삼

은 어머니 와 피난 중 왜적을 만나 어머니를 해치려는 적의 칼날을 몸

으로 막아 먼저 죽은 효자였다. 

종교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수성 지역민들은 13세기를 전후한 시기

에 무신집권과 더불어 교종 세력이 쇠퇴하고 선종 세력이 등장하면서 

가지산문의 부각과 함께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활동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받았다. 이미 비슬산은 신라 때 관기와 도성 두 성사가 있어 

종교적 성지로 알려졌고, 특히 도성이 수도한 도성암 아래에는 절을 

지었는데 상당한 영험이 있어 고려 성종 원년(982)에 아미타 신앙을 바

탕으로 한 결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전

하고 있다. 비슬산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신앙 형태가 공존했던 곳으로 

신라통일기에는 화엄10찰 가운데 하나인 옥천사(지금의 용천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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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혜감에게 수학한 바 있는 백련사의 2세인 천인(天因)이 머문 바 있

었다. 이 곳에서 가지산문을 중흥한 일연은 1227년에 이 곳에서 처음 

22년간을 보내면서 사상적 경향을 형성했고 2차로 다시 이곳에서 15

년을 주석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인접한 수성 지역민

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연의 비문에는 그의 행적

이 이렇게 적혀 있다. 

“정해년(1227)에 승과에 응시하여 상상과(上上科)에 올랐고 그 뒤 포

산(비슬산)의 보당암(寶幢庵)에 머물면서 마음을 선(禪)의 관조(觀照)에 두

었다. 병신년(1236) 가을에 병란이 있어 - <중략> - 다음해 여름에 다

시 이 산에 있는 묘문암(妙門庵)에 있었더니 암자의 북쪽에 무주(無住)라

는 난야(蘭若)가 있어 스님이 곧 전일의 기억을 되살려 이 암자에 머물

렀다. - <중 략> - 원종 5년(1264) 가을에 - <중략> - 얼마 아니 있어 

인홍사(仁弘社) 강주 만회(萬恢)가 스님에게 강주 자리를 양보함에 학도

가 운집하였다. - < 중략> - 스님이 인홍사의 주지로 11년이 되었는데 

창건된지가 너무 오래 되어 전우가 모두 쓰러지려 하며 또한 땅이 습

하고 비좁아서 스님이 거듭 새롭게 하여 넓혔다. 이어 조정에 상주하

여 인흥사(仁興社)라 개명하니 왕의 친필로 액호를 써서 내렸다. 또 포

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용천사(湧泉寺)를 겸무하면서 지붕을 다시 이어 

불일사(佛日社)라 하였다.” 

이상에서 보이듯 일연은 비슬산에 위치한 보당암, 묘문암, 무주암, 

인홍사, 용천사에 주석하면서 이 지역민의 불교신앙 생활에 많은 영

향을 끼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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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은 인흥사에 주석하면서 많은 저술을 했는데 그가 민족사 불멸

의 저술인 삼국유사를 이 곳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불교국가이면서 과거제 실시와 더불어 유교를 받아들이고 

후기로 올수록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유교가 성하게 되는데 수성 지역

에도 유력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바 있다. 수성 지역에는 빈(賓), 나(

羅), 조(曺), 혜(嵇) 등 네 종류의 성씨가 토성으로 살았는데 고려의 급제

자 명단에는 빈우광(賓于光)이 올라 있다. 그는 고려가 원의 압제를 받

던 시절 원나라 과거에도 급제하여 한림에 임명되기도 했다. 

다. 조선시대 

조선조 들어서도 고려 이래의 기존 체제를 존중해 대체로 8도의 편

성으로 일관했으나 감영은 개국초 경주에 있다가 세종초부터 상주로 

옮겨 임란까지 존속되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선조34년(1601년)에 대구로 감영이 옮겨지게 되었고 감영이 설치

되었으나 6년 뒤 다시 혁파되고 말았다. 숙종10년(1684년)에 다시 대구

에 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의 행정 중심이 되었다. 조선조 들면서 고

려조에 감무가 다스렸던 수성현은 태조 3년에 대구에 영속되었고, 그 

이듬해는 경주에 이속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태종 14년(1414)에 

다시 대구에 합쳐지는 등 수성 지역은 경주와 대구에 번갈아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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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독자적 행정 구역으로서 위상을 상실한다. 그 뒤 세종 원년(1419)  

5월에 대구현이 군으로 승격되면서 수성 지역도 다시 현으로 위상을 

회복하고 대구의 속현이 되었다. 

이 같이 행정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지역의 발전에 따른 현상으로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대구군과 속현인 수성, 하빈, 해안 등 

3현의 호수는 총 1,249호, 인구는 남녀 총 8,629명으로 기록돼 있다. 

대구지역은 수성지역의 수성평야, 달성평야, 해안평야가 있어 농업 

생산이 풍부했던 것이다. 이같이 대구권이 발전함에 따라 세조 12년

(1466) 정월에는 대구군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당시 수성현의 영역은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동쪽으로는 경산현의 경계 범적현(凡積峴)

까지 11리 100보, 남쪽은 청도군의 경계 팔조현(八助峴)까지 거리 27리 

130보, 서쪽은 성주 임내 화원현의 경계 감물천(甘勿川)까지 12리 10

보, 북쪽은 대구군의 경계 금용교(金龍橋)까지 거리 5리 233보”라 했다. 

동쪽 경계인 범적현은 과거 대구와 경산 고산의 경계였던 지금의 범

물동의 땅고개일 것으로 추측되며, 팔조현은 지금의 팔조령이고, 서

쪽 경계인 감물천은 최근까지 감삼못 등이 있었던 지금의 성당동 일

대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감삼못과 성당못에서 흘러나오는 작

은 냇물이 여러 다른 작은 물줄기와 합쳐 낙동강에 흘러들어가는 작

은 내의 이름을 옛날에는 감물천이라 하고 그 일대를 감물천방이라 했

기 때문이다. 

교통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도로망이 퍼져 나갔는데 도로

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로 구분하였고, 도로를 따라 역, 원, 참 등



역사와 변천 67

의 시설을 만들었다. 당시 대로는 넓이가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으로 정했다. 전국에는 서울과 개성, 죽산, 직산, 포천 등을 잇는 

4대로와 이 4대로 와 연결되는 중로가 만들어졌고, 이 중로와 변방 지

역간에 연결 지워지는 도로는 모두 소로였다. 대구는 서울-죽산(竹山)

간의 대로를 거쳐 죽산(竹山)-상주, 진천(鎭川)을 지나 상주 낙원역(洛院

驛)에서 선산의 여차리 참, 칠곡의 동명원현, 대구 오동원, 팔조령, 청

도 등을 거쳐 동래-부산까지는 중로로 연결되었다. 현재의 대구 지역

만 본다면 칠곡에서 팔달교 부근을 거쳐 대구의 약령시 옆을 지나 범

어동 지역을 통과, 가창 오동 부근에서 팔조령을 넘는 길이다. 

▷ 범어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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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앞산의 산성산과 파동의 법이산이 만드는 협곡을 따라 팔조령

을 넘는 만큼 수성구 지역에 중요한 교통로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비록 죽산-대구, 수성-동래 부산간에는 교통로가 중로였지만 세

종조에 삼포개항으로 인해 왜인들과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요

성이 더욱 높아졌다.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의하면 서울에서 부산포

로 가는 중로가 대구부를 지나게 되어 있었으며 대구부에는 왜사(倭使)

를 향연하는 곳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같이 대구부가 대외관

계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 남쪽 관문격인 수성지역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역제를 답습해 역에는 역장, 

역리, 역졸을 두어 역의 행정을 담당케 했고 몇 개 내지 몇 십 개의 역

을 하나의 도(道)로 묶어 역승(驛丞 : 종9품), 또는 찰방(察訪, 또는 程驛察訪 : 

종6품)을 두어 역무를 관장케 했다. 이들 찰방은 역무 외에도 교통로상

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의 정보수집 및 보고를 통해 지방방백의 동태를 

감시 감독하는 민정업무도 아울러 수행했다. 태종, 세종시대에는 찰

방의 자리에 거의 대간이나 정랑직에 있는 유능한 조신들을 파견했을 

만큼 중요시했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도별 역수가 

경상도에는 11도 158역이 설치되어 경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찰방도 11개소로 가장 많았다. <세종실록지리지>, <대동여지승람>등

에 의하면 대구에는 범어역이 성현도(省峴道) 소속 찰방역이었으며, 이 

역은 대구도호부 청사에서 9리 지점에 위치했다. 이 역의 동쪽 25리

에는 경산 압량역이 있었다. 이 역 남쪽 55리에는 청도 오서역(鰲西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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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남쪽 30리에는 화원현 설화역이, 북쪽 27리에는 성주 임내 팔려

현 고평역(高平驛)이, 서쪽 37 리에는 하빈현 금천역(琴川驛)이 있었다. 

이 같이 당시의 범어역은 대구를 중심으로 사방에 뻗어있는 교통로

의 중심에 위치했으며 대구가 점차 군사, 경제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그 역할도 커져 인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역과는 달리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원(院)

을 설치했다. 대구지역에는 모두 8개소의 원이 있었는데 부청사 남쪽 

3리에 낙중원(洛中院), 30리에 오원(梧院), 34리에 마천원(馬川院) 등 3개

소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들은 수성 지역과 인근에 소재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들 원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모두 없어지고 주점이나 

여점으 로 대체되었다. 

한편 긴급한 통신 수단으로는 봉수(烽燧)를 이용했는데 종류별로는 

모든 봉수가 집결되는 서울 남산의 경봉수, 국경지대의 급한 일을 알

리는 연변봉수, 이 같은 국경의 연변봉수를 서울의 남산 중앙봉수에 

전달해 주는 내지봉수(內地烽燧)가 있었다. 

대구에는 법이산(法伊山)과 마천산(馬川山) 등 2개소에 내지봉수가 있

었는데 이 가운데 법이산 봉수대는 수성 지역에 소재한 것이다. 법이

산 봉수대는 제8간봉(間烽)으로 김해 지역의 웅천(熊川)에서 봉수를 올

려 김해, 밀양, 청도를 지나 이 봉수대에 이르고 여기서 경산 하양을 통

해 영천 성황당 직봉에 연결되었다. 

당시의 지명에 따른 코스를 보면 ‘천성보(웅천 간봉)-성화야(이하 김해)

산성-자암-백산(이하 밀양)-남산-성황-분항-남산(이하 청도)-북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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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대구)-성산(대구 고산)-시산(하양)-영천 성황당(직봉)’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여건을 가진 수성지역에는 조선조 초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총 264호에 1,348

명(남 644, 여 704)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구본현인구(총 436호 2553

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들의 성씨를 보면 토성으로 고려 이전

부터 있었던 빈(賓), 나(羅), 조(曺), 혜(嵇)씨 등 4 성씨가 있었고, 그 시

기에 이 곳으로 옮겨 살았던 성씨는 유(柳), 장(張), 최(崔), 신(申), 유(劉), 

고(高), 정(鄭)씨 등 7개 성씨가 있었으며, 이전 호적에는 없었기 때문에 

▷ 법이산 봉수대 유적발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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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등록된 성씨는 예(芮 부계), 

진(陳 계성), 최(崔 보령), 김(金 김해, 청도), 이(李)씨 등의 성씨로 이들은 모

두 향리(鄕吏)였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을 보면 수성 지역을 구분해서 기록한 자료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구군의 전체 상황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 

있다. 대구군의 농지 면적에 대해 “간전수는 총 6,543결이며, 이중 수

전(水田)은 3/10강”이라 한 것을 보면 대구가 신천과 낙동강을 끼고 있

으면서도 수리시설이 발달되지 못해 논 면적이 전체 농지의 30% 수준 

밖에 안되고, 이는 낮은 토지생산성을 말해준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앞서 통계로 계산해서 장정 1인당 약 1.5

결인데 이는 경상도 전체 평균 1.7결보다 적어 대구의 경제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빈부 차이도 상

당히 심해 문종때 전대구군수 이보흠(李甫欽)이 임금께 진언하면서 “대

구에는 거실(巨室)의 농장이 많다. 그래서 빈민들이 부호가의 사채에 

의존 하여 실업 유리하는 자가 있다.”고 했을 만큼 토호와 부농의 토지

겸병 현상이 심해 하층민의 생활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성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다. 

한편 수리 시설로서 제언을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구 지역

에 성당(聖堂), 불상(佛上), 둔동(屯洞), 부제(釜堤) 등 4곳에 불과했고, 이 

중 수성지역에는 둔동 1곳에만 제언이 있었다. 그 후 예종 원년에 편찬

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4곳 외에 18곳의 이름이 더 기록되어 있

다. 그 중 수성 지역에는 둔동제(수성 東聞山里 소재)를 포함해 광청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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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淸洞堤 : 광청동 소재), 장제(墻堤 : 枝只誓里 소재), 병정자제(竝亭子堤 : 注谷

里 소재) 등4곳에 제언이 있었다. 이 외에 공력이 적게 들고 대규모로 관

개할 수 있는 보(洑 : 川防)는 16세기부터 보급되어 대구에는 보가 32개

소에 시설되었고, 이 가운데 수성 지역에는 11개소가 있었다(대구읍지). 

한편 수성 지역의 공산물로는 조선전기에 대구에는 2개소의 도기

소(陶器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지역의 남촌상원동(南村上院洞)

에 있었다고 <경상도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문헌에는 대구 지

역 전반에 걸쳐 양잠이 성행했고 특히 수성현의 농산물로는 벼, 기장, 

마, 조 등을 많이 생산했다고 한다. 또 수성현의 토산 공물로는 과류

(果類)에 당추자(唐楸子) 황율(黃栗) 전서(全黍)를, 모피류로는 장피(獐皮)

를, 약초로는 당귀(當貴) 백편두(白篇豆) 송자인(松子仁)을, 기타로 입초(

笠草)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수성 지역의 특산품으로 노루 가죽을 생

산했다는 사실은 신기하게 여겨진다. 이들 토산 공물은 임금에게 진

상한 것들이다. 

교육 기관으로는 주로 대구군에 있었던 대구 향교인 관학에 의존하

는 한편 지금의 북구 연경동에 1564년에 대구 최초 서원으로 연경서

원이 설립되었고 그 무렵 1560년 전후에 수성구 성동에 고산서당(孤

山書堂)이 설립돼 오랜 기간 사학의 역할을 해왔다. 연경서원은 퇴계를 

모시는 서원이지만 수성구 출신의 손처눌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고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도 수성구 지역에서는 교육과 학문의 중심 역할

을 하는 서원과 사(祠)를 민간에서 설립했다. 청호서원(靑湖書院 : 숙종 20

년 1694년, 부동 20리 守東面, 현 수성구 황금 동), 오천서원(梧川書院 : 영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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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부북 20리 上守西, 현 수성구 파동), 봉암사(鳳巖祠 : 정조 23년 1799년, 부

남 10리 下守西 현 수성구 상동), 옥계서원(玉溪書院 : 정조 22년 1798년, 부남 30

리, 현 가창면 대일동), 녹동서원(鹿洞書院 : 정조 15년 1791년,부남 40리 上守南, 

현 가창면 주동) 등의 기관들이 그것이다. 

이들 교육 기관은 성종조 이후 대구 주변 각 지역에서 김종직(밀양), 

김굉필(현풍), 정여창(함양), 이황(예안), 조식(삼가) 등 대학자들이 배출됨

에 따라 수성 지역의 유생들이 연고에 따른 수학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

서 설립된 것이다. 퇴계 문인으로는 대구파잠(현 파동지역)출신의 대구

유일의 퇴계문인인 전경창(全慶昌)과 예안 출신으로 대구로 이거한 이

숙량(李叔樑) 등의 노력으로 문풍이 진작되었고 사림이 크게 성장해 갔

다. 그 후 퇴계의 문도인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만년에 대구로 이거해 

오고 한강의 영향을 받은 장현광(張顯光)등이 대구권과 교류하면서 전

경창의 문하에서 배운 손처눌(孫處訥)과 이들의 문하에서 배운 서사원 

(徐思遠), 정사철(鄭師哲), 곽재겸(郭再謙), 유요신(柳堯臣), 채몽연(蔡夢硯)

등이 대구 출신의 대표적 학자로 활동했다. 이같은 학풍의 진작과 함

께 수성지역의 인물로는 세종조에 조윤성(曺允誠), 조극흡(曺克洽) 부자

가 과거에 급제해 출사했고, 나홍서(羅弘緖)가 관찰사를 지냈다. 

한편 임진왜란 시기의 수성 지역민들은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정황에 비추어 왜군의 침략 통로에 면해 있는 지리

적 조건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수성 지역에는 일본인 고니

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주장으로 이끄는 1번대의 병력 1만8천7백명

이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 상륙함으로써 한반도에 가장 먼저 침략



대구의 뿌리 壽成74

의 발길을 들여놓은 뒤 파죽지세로 북상해 1주일만인 21일에 대구성

을 함락했다. 이 때 왜군은 부산포 점령에 이어 16일에는 기장과 좌수

영을 함락하고 17일에는 양산, 18일에는 밀양과 청도를 거쳐 대구를 

침범했다. 이들의 대구 침략로는 청도의 팔조령을 거쳐 가창과 파동을 

지나 감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수성 지역이 가장 먼저 피

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 때 대구에 들어온 왜장과 병력은 小西行長(肥

後宇土 성주)의 병력 7천명 외에 宗義智(대마도부중 성주)의 5천명, 松浦鎭

信(平戶島 성주)의 3천명, 有馬勝信(島原 성주)의 2천명, 大村喜前(大村 성

주)의 1천명, 五島純玄(福鴻 성주)의 7백명 등이다. 

왜군의 침략 과정에서 대구읍성은 모두 파괴되었고, 대구부사 윤현

(尹晛)은 관내의 백성들과 군인 2천여명을 이끌고 공산성으로 피했고 

이 때 미처 피하지 못한 백성들은 엄청난 참화를 겪었다. 

그 뒤 대구는 북상하는 왜군의 안전통로와 병참보급 기지 역할을 하

게 되었고 毛利輝元이 이끄는 제 7번대가 수비를 담당하면서 豊臣秀

吉의 조선 친정에 대비해 이 곳을 행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터전

이 되었다. 선조 26년 명나라 원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승

리, 전국 각처 에서 일어난 의병 등에 의해 왜군이 패배하면서 그 해 5

월 15일 왜군은 대구에서 퇴각하고 대신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되

었다. 명군의 참장(參將) 李寧이 군마 1천을 이끌고 들어온 다음 부총

병(副總兵) 劉挺이 군병 5천명을 주둔시켰다. 대구에서 이들 역시 군량

을 확보하는 등 병참 역할을 장기간 수행했다. 

이같은 전란 속에서 수성 지역은 폐농 상태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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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민들도 거의 사망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정유재란시 왜군이 퇴각하면서 공산성을 공격 

함락 시켰고, 대구에 저장된 군량을 노린 왜군과 명군의 격전, 조선군

의 내왕과 전투 등으로 전국 8도 가운데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가장 혹

심했다고 적고 있다. 

주민들은 왜군에게 코를 잃은 사람, 아내와 누이가 능욕을 당한 사

람, 살륙당한 사람이 엄청났고, 심지어 명군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으

며 동족의 악한 무리에게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전후 7년간의 전쟁 속에서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굶는 사

▷ 남부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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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속출해 사람끼리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록에는  

“경상도 6진관(鎭管) 가운데 동래, 대구 등 6읍은 이미 탕폐되었고 인

민은 거의 죽었다. 오직 안동 1읍만이 겨우 보전되어 경내에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임진란 당시 대구 지역에도 의병 활동이 있었으나 그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아 전모를 알 수 없다. 다만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의병회

맹,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우배선의 의병활동과 승병장 사명대사의 가

창전투, 수성구출신의 손처눌 의병장, 욱수산성을 거점으로 왜적과 싸

웠던 박응성 의병장 등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성 지역

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특히 수성구지역은 팔조령에서 파동으로, 

파동지역에서 신천을 따라 대구읍성에 이르는 길이 왜적 1군의 주력

부대가 넘어왔던 영남대로이고 왜적들이 대구를 점령하고 이곳을 병

참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파동과 가창지역은 의병들의 항왜전투가 상

당히 잦았다. 의병전의 전승과 전과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배선 장군이 벌인 유격전으로 전란 이듬해인 계사년 정월에 청도에

서 넘어오는 왜적을 가창골인 오동원(梧桐院) 부근에서 매복했다가 물

리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구는 왜적의 병참기지로 대부대가 주

둔해 있었기 때문에 의병 활동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창과 

수성구 지역은 왜적이 팔조령을 넘어 가창-파동을 통해 부산과 대구

로 내왕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험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의병전

의 무대가 되었다. 

정묘-병자 양 호란은 전란의 범위가 주로 한강 유역에 국한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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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구, 수성 지역에는 별 영향이 없었으나 임란 당시 왜군으로 

조선에 귀화해 수성 지역에 살았던 김충선(金忠善)이 병자년에 호병의 

침략 소식을 듣고 광주(廣州) 쌍영진(雙嶺陣)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공

을 세웠다. 

이같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대구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선조 34년(1601년) 경상도의 감영이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

됐고, 선조 23년에 완성된 토성이 왜란으로 파손된 뒤 영조 12년 (1736)

에는 석성이 축조되었다. 이렇게 대구부의 행정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

라 수성 지역은 완전히 대구권에 흡수되었다. 

대구부의 위상이 강화된 조선 후기 이 지역에 부임한 판관 가운데 수

성지역과 관련, 특기할 인물은 판관 이서(李漵)다. 정조 즉위년(1776년)

에 부임, 3년간 재직한 그는 대구부치(府治)로부터 5리 떨어진 수서면

(守西面)과 동상면(東上面)에 걸쳐 흐르는 냇가(현 신천)에 방천을 축조해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한 업적을 남겼다. 신천의 홍수 범람을 방

지하는 것이 역대 수령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는데 이서는 사재를 털

어 신천가에 10여리에 걸쳐 제방을 쌓아 범람의 피해를 막았던 것이

다. 대구 지역 백성들은 그의 공적을 기려 이 제방을 이후언(李侯堰), 이

공제(李公堤)라 했고 지금도 그를 기리는 비가 신천 옆 상동 지역에 세

워져 있다. 

한편 대구는 도호부로서 감영이 들어서면서 행정적 위상을 굳힌 숙

종 10년(1684) 이후 고정된 영역을 갖게 됐다. 이 때의 수성현은 6개

면으로 나뉘어지고 이들 면은 35개 리(里)로 구성되었다. 수현내(守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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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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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3개리, 수북(守北) -7개리, 수동(守東) -7개리, 상수서(上守西) -4개

리, 하수서(下水西) -4개리, 상수남(上守南) -10개리였다. 현재 고산 지

역은 당시 경산군에 속해 있었고 경산은 모두 5개면으로 구성돼 있었

다. 고산 지역에 해당하는 서면(西面)에는 14개리가 있었다. 그러나 고

산 지역은 선조 34년(1601)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면서 경산현

이 대구부에 속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구부 부동면(府東面)에 소속되

었다. 그 6년 뒤 경산현이 경산군으로 독립되자 경산현 서면으로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다.

조선후기의 교통 통신 상황은 전기와 대체로 비슷한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구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소로로 규정하고 있

으나 <증보문헌비고>에는 전국의 긴요한 도로를 9대로로 명시하고 이 

가운데 대구를 통과하는 2개 도로를 삽입해 교통망에서 대구의 중요

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에서 유곡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과 통영에서 유곡을 거쳐 서울 

로 가는 길이 그것인데, 이들이 모두 대구를 지나가고 또 수성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행정적 면에서 국경과 서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두 도로 중 서울-

용인-죽산-진천-문경-상주-칠곡을 통과하는 길은 <속대전>에 규정

된 중로를 통해 대구도호부로 진입하는 길이고, 서울-광주-이천-음

성-충주-문경-상주-칠곡을 통과하는 길은 <만기요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경상좌도로 연결하는 길이다. 

대구도호부로 들어오는 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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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東明院峴)에서 칠곡의 우암창(牛岩倉)을 경유, 금호강을 건너 대구

에 이르렀고 거기서 수성 지역인 오동원을 경유, 팔조령을 넘어 청도

군으로 연결되었다. 금호강을 건너 대구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의 원

대동 방면이었던 것 같다. 원대에서 현 달성공원 앞길을 통해 대구부

의 서문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등겨전 골목, 떡전 골목 등을 거쳐 남문

에 이르렀던 것이다. 

원대(院垈)는 원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며 장소로 보아 당시 대로원(大

櫓院)이 있었던 곳으로 짐작된다. 이 대로원은 금호나루에서 강을 건널 

때 여행객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곳으로 보인다. 등겨전 골목, 떡전 골

목 등은 당시 ‘서울 내길’이라 불렀던 것을 보면 이 길이 서울로 가는 

도로였음을 말해준다. 

당시 남문은 ‘영남제일관문(嶺南第一關)’이라 하여 대구의 출입문에 

해당됐고 그 곳에는 종루가 있어 지금의 종로는 그에 연유한 것이다. 

남문에서 지금의 반월당 네거리를 거쳐 현 대구초교 서편 도로를 지나 

대봉동, 봉덕동을 경유, 신천을 건너 현 중동, 상동, 파동과 가창 지역

을 통과해 팔조령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구지역 도로로 수성 지역과 관련 있는 도로로는 두개의 노

선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대구부 남문-하수서-수현내-수북-경산 코스

로 오늘날의 대봉동-중동교-중동-상동-지산동(땅고개)을 경유, 경산

시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대구부 남문-하수서-상수서-각북 코스

로, 대구부 남문에서 파동까지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2개 대로가 지금

의 가창면 용계동에서 갈리어 현가창댐을 지나 정대동에 이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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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각북면을 지나 통영까지 가는 도로이다. 

대구부에는 나루가 4개소 있었는데 신천을 건너는 나루는 검정진 

(檢汀津) 하나 밖에 없었다. 여행객에 숙식을 제공하는 원(院)은 순조33

년(1833)에 편찬한 <대구부읍지>에 의하면 대구 전 지역에 걸쳐 수성 

지역의 오동원 하나 밖에 없었고, 이 원은 남쪽으로는 청도 오서참(烏

棲站)과 40리 거리였고, 북쪽으로는 칠곡 고평참(高平站)과 50리 거리

에 있었다. 

대구에는 조선후기에도 수성지역에는 범어역 하나 뿐이었고, 이 역

은 이미 보았듯이 대구 경산간의 도로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그 

길목인 지금의 봉덕동, 중동, 상동, 지산동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범어동에 소재해 여행객의 편의에는 문제가 있었다. 범어역에는 큰 말 

1필, 중 말 2필, 작은 말 10필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66결 95부 4속의 농지를 주었다. 

조선 후기에도 법이산 봉수는 가덕도 천성보에서 처음 일으켜 김해, 

밀양, 청도로 연결되는 8번째 간봉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대구의 성

산(城山 : 성동 고산)에 통보, 영천의 성황당 주봉에 연결시켰다. 

조선후기 수성 지역의 인구를 보면 1789년의 호구 통계로는 지금의 

수성 지역에 해당하는 수북면(守北面) 2,098명, 수동면(守東面) 1,392명, 

수현내(守縣內) 1,100명, 하수남(下守南) 1,710명, 상수남(上守南) 1,146

명, 상수서(上守西) 1,036명, 하수서(下守西) 950명이다. 

당시 대구의 총인구는 61,477명(13,413호)으로 그 때의 도심권인 동

상면(桐上面)과 서상면(西上面)에 집중해 있었고, 도심권이 아닌 곳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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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 살았는데 수성지역에는 수북면의 범어

장과 하수남면의 오동원장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 지역의 동족부

락으로는 인천 이씨의 마을이 가장 컸고, 신천리에는 월성 이씨가 많

이 살았다고 한다. 

한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성지역은 19세기에는 많은 수리시설 

이 이루어졌고 대구권 94개소 가운데 이 지역이 46개소나 되어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수리안전시설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면별 제언을 보면 수북면 -판교제(板橋堤), 사동제(蛇洞堤), 지계제(枝界

堤), 범어제(凡於堤), 주곡제(注谷堤), 지장동제(志藏洞堤), 수동면 -황청제

(黃靑堤-둘레 852척), 조곡제(照谷堤), 곶계제(串界堤), 둔동제(屯洞堤), 대보

(大洑), 상수남면 -봉당제(奉堂堤), 주동보(蛛洞洑), 전지보(田地洑), 상보(

上洑), 중보(中湺), 하보(下洑), 사척보(沙斥洑), 신보(新洑), 양동보(良洞洑), 

지장보(地藏洑), 삼천보(三千洑), 하수남면 -원형제(元亨堤), 지치제(地峙

提), 포사정보(抱祠亭湺), 휴암보(鵂巖洑), 매하보(梅下洑), 동하보(東下洑), 

냉천보(冷泉洑), 하수서면 -삼정동제(三丁洞堤), 산대제(山大堤), 지계제(

地界堤), 해동제(解東堤), 매작동제, 사평제(沙坪堤), 사설보(沙偰洑), 지인

보(知印洑), 내수현면 -유보(柳洑), 덕토보(德吐洑), 상수서면 -정대보(亭

垈洑), 당산보(堂山洑), 가전보(家前洑), 유곡보(楡谷洑), 하을오평보(河乙吾

坪洑), 제인당보(濟人塘洑) 등이다. 

이 같이 수성 지역의 농업 경제는 발전된 반면 19세기 들어 낙동강 

주운의 발달과 함께 대구장이 번성하면서 수성지역의 상업은 쇠퇴했

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성시를 이루었던 범어장(수북면)과 오동원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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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은 폐장되고 말았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이 곳이 농경 지역이었던 만큼 농경문화가 발달

했는데 고산 지역의 이른바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은 다른 지방의 것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농악으로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특히 고산농악은 대구시 무형문화재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밖에 수성지역의 농요로는 모심기노래가 유명해 농촌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라.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점이 시작된 1910년의 9월에 조선총독부관제 및 조선총

독부 지방관제가 공포 되었으나 조선후기의 지방관제와 크게 달라지

진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가 늘어나고 그들의 이

해관계와 일본식 지명표기 방식의 강행에 따라 수성지역도 영역의 변

화를 일으키는 등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제의 첫 관제(官制) 공포에서 대구군은 대구부(府)로 바뀌었고 29개 

면, 260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성지역의 면과 동은 다음과 같다. 

수북면 :  범어동(泛魚洞), 소계동(小溪洞), 황청동(黃靑洞), 지계동(支界洞), 

만촌동(晩村洞), 검정동(檢汀洞), 효목동(孝睦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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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 두산동(斗山洞), 지산동(池山洞), 범물동(凡勿洞)

수현내면 : 상동(上洞), 중동(中洞), 하동(下洞), 신동(新洞) 

하수남면 :  흥덕동(興德洞), 퇴계동(退溪洞), 신전동(薪田洞), 행정동(杏

亭洞), 전평동(錢平洞), 창산동(昌山洞), 박곡동(朴谷洞), 상원

동(上院洞), 단산동(丹山洞), 대일동(大逸洞), 중촌(中村), 상

촌(上村), 냉천동 (冷泉洞), 대천동(大川洞)

상수남면 :  내주동(內蛛洞), 외주동(外蛛洞), 하주동(下蛛洞), 상백동(上

白洞), 하백동(下白洞), 우록동(友鹿洞), 녹문동(鹿門洞), 금동

(金洞), 옥분동(玉盆洞), 단양동(丹陽洞)

상수서면 :  정대동(亭垈洞), 대암동(大岩洞), 매계동(梅溪洞), 양오동(陽

梧洞), 음오동(陰梧洞), 용계동(龍溪洞), 파남동(巴南洞), 파북

동(巴北洞), 봉산동(鳳山洞), 덕산동(德山洞), 대명동(大明洞), 

검암동(檢岩洞)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11년 11월에는 대구 지역의 도심권인 동상면

과 서상면을 폐지하고 새로 대구면을 설치하는 한편 일차로 대구면의 

각 동명을 통(通), 정(町), 정목(丁目) 따위의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다, 

다시 1914년 3월에 새로운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대구부의 행정구

역을 대구면만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의 27개면은 달성군(達城郡)

을 신설해 관할하게 했다. 

이는 한국을 일본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당시의 재정에 맞춰 수탈

의 거점을 도심에 두고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에 도시 시설을 집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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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차적으로 권역을 축소한 뒤 도시 계획을 수립 실행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성 지역은 경산군에 속한 고산 지역을 제외하

고 모두 달성군에 편입되었고 1938년까지 그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

다. 다만 1917년 4월에 달성군에 속해 있던 수성 지역의 일부 동을 묶

어 수성면(壽城面)을 신설하는 한편 수성면 봉덕동의 일부와 대명동의 

일부를 합쳐 대봉동(大鳳洞)을 신설하고 이 지역을 대구부에 편입하는 

등 일부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1938년 10월에는 일제의 침탈이 심화되면서 일인들의 대구 이주인

구가 늘어났고 도시의 인구 흡인에 따른 지방 인구 유입의 증가와 함

께 수탈 재정의 증가로 대구부역의 확장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

라 인접 달성군의 일부 지역을 대구권에 편입시켰는데 수성면 소속 14

개동과 성북면 일부, 달서면 일부가 수용된 것이다. 당시 편입된 수성

면의 동(洞)은 중동, 하동, 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만촌동, 범어동, 황

청동, 지산동, 범물동, 두산동, 상동, 봉덕동, 대명동 등이다. 

한편 일제의 한반도 식량기지화 정책과 더불어 강행된 산미증산계획

(産米增産計劃)에 따라 1924년 5월 평야지대인 달성군 수성면의 370정

보 몽리면적을 대상으로 대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수성수리조합이 만

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식민 수탈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로 수성지

역에서 가장 먼저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1922년 7월 달성군 가창면의 

소작농민들은 부당하게 소작권을 박탈하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에 항

거하여 단결된 힘으로 소작권 박탈조치를 무시하고 원소작인이 소작지

에 모내기를 강행하여 소작권 확보에 성공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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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침략 야욕이 극도에 이르면서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

켰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광산 자원 확보에 나섰다.  

이 때 수성 지역에도 달성군 가창 지역에 동광, 텅스텐광을 개발해 해

방후에까지 채굴이 계속됐다. 

일제하의 교육 기관은 수성 지역의 경우 1921년 최초로 대구수성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대구공립농림학교가 당시 동인동

에 있었던 향교시설의 일부를 빌려 건립되었고, 1923년에 당시 신천

동 1093번지(옛 코오롱 공장터의 아파트 지역과 대구은행 본점, 대구시 교육청사 

자리)로 옮겼다. 1940년 3월 1일 대구동도심상소학교(大邱東都尋常小學

校)가 설립되었다. 

또한 대구에는 서양문화가 유입되던 여명기부터 선구적 문화예술

인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

은 오는가’는 수성들을 소재로 한 시로 일제하의 대표적 애국시로 알

려졌다. 

마. 건국이후 수성지역 행정구역의 변화 

수성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행정적 위상의 변화를 겪어오다

가 조선조후기 이후에는 마침내 독자적 단위 행정 구역으로서의 존재

가 희미하게 되고 말았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17년 4월 일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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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점 확대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 당시 달성군에 속해 있던 일부 동 

(洞)을 묶어 수성면이란 행정 구역을 만들었고 그 때까지 수성들, 수성

동 등과 같은 지명이 남아 있어 겨우 명맥을 이어왔을 뿐이다. 

건국 이후에도 한동안 이 같은 상태가 지속 되었으나 대구시의 인구

가 증가하고 시역이 넓어지면서 시역내의 행정 단위로 구제(區制)를 실

시하면서 1980년 4월 1일 수성구가 생겨났다. 상고시대부터 위벌이

란 이름으로 하나의 정치체(政治體)를 이루었던 수성지역이 조선조 초

기이후 사라졌다가 오랜만에 단일한 행정치소(行政治所)로서 위상을 회

복한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후에도 그 때까지 이 지역의 행정구역은 

▷ 수성구 행정구역

고산2동

두산동

상동

중동 황금
2동 황금

1동

만촌3동

만촌2동

만촌1동

범어
2동
범어
4동

범어
1동

범어
3동

수성4동

수성1동

수성
2,3동 고산3동

고산1동
범물1동범물

2동

파동

지산
2동

지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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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수성구 영역은 8·15해방 무렵에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인 대구부 

(大邱府)의 일부와 달성군 가창면 일부에 걸쳐 있었다. 해방 직후 대구

에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던 일본식 정(町)을 우리식으로 개명 했으

나 대구시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성구 지역에는 일본식 행정구역단

위명을 쓰지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동이 없었다. 

대구시영역은 1938년 이후 1950년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시인

구가 해방 직전 20만명이던 것이 1952년에는 배로 늘어 40만 명에 이

르렀고, 1956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역의 확장이 불가

피해졌다. 1955년 7월 가창을 비롯 동촌, 성서, 월배, 공산, 다사, 화

원, 칠곡, 동명, 안심 등 10개 면의회가 대구시로 편입되는 것을 가결

했고, 대구시의회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를 요

청했다. 그 결과 1957년 10월 대구시의 당초안을 수정, 가창과 동촌, 

성서, 월배, 공산 등 5개 면을 시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국회가 의결

하고 11월 6일 법률 452호로 공포함에 따라 1958년 1월 1일부터 이

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역은 3배가 늘었고 인구는 1.2배가 불었다. 당시 

가창면은 115.68㎢의 면적에 인구는 14,000명이었다. 이 때 편입된 

동은 파동, 용계동, 오동, 정대동, 냉천동, 행정동, 상원동, 단산동, 대

일동, 주동, 옥창동, 삼산동, 우록동 등이다. 편입된 면지역은 대구시

가 출장소를 설치해 관할했으며 가창지역에는 가창출장소가 행정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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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시역 확장은 5.16혁명 직후인 1961년 8월에 군사정

부가 결정해서 하달한 <행정구역 정리계획지침>에 의거 다시 축소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시는 이 지침에 따라 1962년 8월과 9월에 <

행정구역조서>와 <구(區)설치조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이 안이 국가

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175호(구역개편)와 법률 제1174호

(구제실시)로 각각 확정되어 1963 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구시의 출장소 제도는 모두 폐지되고 구제(區制)를 실시하면

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5개구를 신설했는데 수성구 지역은 

동구에 속해 있었다. 1958년에 편입된 가창출장소 관할 구역 중 파동

은 동구로 편입되고 그 외 다른 동들은 모두 달성군으로 환원되었다. 

출장소제도의 원칙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구 지역은 구역이 너무 

넓어 시조례 279호로 동촌출장소를 두었다. 수성지역이 속해 있던 동

구는 만촌동, 범어동, 황청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상동, 중동, 수

성동, 파동, 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평광동, 봉무동, 불로동, 도동, 지

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등을 관할했다. 

대구시가 구제를 실시한지 8년만인 1980년 4월에야 동구에 속했던 

일부 동을 분리시켜 수성구로 분구시킴으로서 수성지역이 조선조 초

기이후 실로 오랜만에 단일행정구역으로 역사적 탄생을 하게 되었다. 

수성구에 편입된 동은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 1,2·3,4가, 황금동, 중

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등이었다.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

치에 관한 법률(1981년 4월 13일 공포)에 의거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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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구직할시 관할 구역에 경산군의 안심읍, 고산면과 달성군의 월

배읍, 성서읍, 공산면 및 칠곡군의 칠곡읍 등 4읍 2면이 편입 되었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는 고산면 전역이 들어왔고 편입지역에는 출장

소가 설치되면서 고산면 지역은 수성구 고산출장소가 행정을 담당하

게 되었다. 고산 지역에서 편입된 동은 성동, 매호동, 사월동, 신매동, 

노변동, 욱수동, 시지동, 내환동,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가천동, 고

모동 등이다. 1982년 9월 1일 이들 동의 일부에 고산 1동을 설치했다. 

1983년 3월에는 출장소를 폐지하고 행정동을 설치했는데 고산출장

소를 없애면서 고산 2동을 신설했다. 1987년에는 대구시가 주민의 편

의를 위해, 구계(區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천동 일부를 동구로 편

입시켰다. 

한편 구청의 행정 기구로는 1980년 4월, 신설된 수성구에는 구청장 

산하에 총무, 시민, 세무, 지적, 복지, 위생, 건축, 건설민방위 등 9개 

과를 두었고, 1983년까지 잠정적으로 존속시켰던 동촌출장소에는 출

장소장을 두었다. 

1982년에는 새마을과와 산업과를 신설했고, 1985년 6월에는 부구

청장제를 신설했다. 1986년 8월에는 건축과를 도시정비과로 개칭했

고, 1987년 4월에는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개칭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1988년 5월 1일부터 구자치제가 실시되

면서 자치구의 행정기구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 때 수성구에는 국제(局

制)를 실시하게 되어 총무국과 도시국을 설치했다. 또 기획감사실, 문

화공보실, 재무과를 신설하는 한편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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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관리과로,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의 행정기구는 구청장 산하에 부구청장을 두었

고 그 아래에 총무국과 도시국,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두었다. 

총무국 산하에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

정복지과, 환경관리과, 민방위과를 두었고, 도시국 산하에는 지역경

제과, 도시정비과, 건설과를 두었다. 이밖에 구청장 직속으로 보건소

를 두었다. 그 후 1989년 9월에는 환경관리과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로 분과되었다. 1990년 2월에는 토지관리과가 신설되고, 같은 해 9월

에는 도시정비과가 건설과로 개편되었다. 1995년 3월 7일에는 징수

과를 신설했다. 1996년 1월 1일에는 범물동을 범물 1, 2동으로, 고산

1동을 고산 1, 3동으로 분동했다. 그 해 2월 1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이 생겨남으로써 3개 국으로 바뀌었고, 산하의 과도 3개과를 늘려 재

조정함으로써 3국 2실 16개과로 개편했다. 

그 후 3국에 16개과가 12, 13, 14개과로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 조

정을 거듭하다가 2006년 11월 27일 3국 1실 16개과로 조정되었다. 

구청장 산하에 부구청장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등 3개국이 있고, 기획관리실과 전략과제추진단을 설치했다. 

총무국 산하에는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

팀을 두었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희망

스타트팀, 문화체육과, 문화복지시설팀, 산업환경팀, 청소과를 두었

으며 도시국 산하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재난

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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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속으로 보건소와 수성아트피아를 설치했다. 그리고 2001

년 12월 1일에는 구청의 하부 조직인 일선 동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의미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다. 

2001년 12월 31일에는 고산2동의 법정동 중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3년 7월 1일 고산1동의 법정동 중 노변동을 고산

2동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수성구는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

촌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수성 2·3가동, 수성 4가동, 황금1동, 황금

2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 23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8년 2월1일부터 2020년까지 여러차례 행정조직의 개편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02.01 구본청 - 3국 1실 12과 1단  

 ▲2008.10.31 구본청 - 3국 1실 12과 1단

 ▲2010.08.10 구본청 - 3국 2실 14과

 ▲2011.01.01 구본청 - 3국 2실 1단 14과

 ▲2012.01.01 구본청 - 3국 2실 1단 18과

 ▲2013.09.01 구본청 - 3국 2실 2단 19과

 ▲2014.10.01 구본청 - 3국 2실 3단 19과

 ▲2015.07.01 구본청 - 3국 2실 2단 19과

 ▲2016.01.01 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2016.07.01 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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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2017.07.01 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2019.01.01 구본청 - 3국 1본부 3실 22과

 ▲2020.01.01 구본청 - 5국 1실 1단 25과

- 부구청장 직속 : 정책추진단, 감사실

- 행정국 :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

정보과

- 문화교육국 :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

과, 관광과

- 복지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

환경과

- 도시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

원녹지과

  ※ 직속기관 : 보건소 / 하부행정기관 : 23개동 



제3편

수성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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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지역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지역에서 숱

한 인물들이 배출 되었거나 이 곳을 무대로 활동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문헌에 남아있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하는 인물은 기록을 근거로 이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가. 신라시대 

1) 이재(異才)

신라말(AD 900년) 수창군(현 수성구 지역)지역의 호국성(護國城))을 근거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독립성이 강한 친신라계 호족으로 스스로 ‘호국의

수성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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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장중알찬(護國義營都將重閼粲)’이라 칭했다. 문헌상 나타나는 최초

의 수성 지역 유력인으로 서기 908년 수창군의 남령(南嶺)에 나라의 경

사를 빌고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해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세웠던 사

실이 당대의 대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이 쓴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

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 기록 되어 있고 이글은 조선조 초기에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 간행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불교를 믿는 마음이 두터웠고 팔각등루를 건립하고 베푼 재에는 동화

사의 홍순대덕(弘順大德)을 좌주로 전국의 고승을 청했을 만큼 위상이 

대단했다. 그러나 그의 생몰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나. 고려시대 

1) 일연(一然)

1206년에 장산군(지금의 경산시로 현 고산 지역이 여기 속해 있었음)에서 김

언정(金彦鼎)의 아들로 태어나 1289년 6월 군위 인각사(麟角寺)에서 입

적했다. 처음 법명은 견명(見明)이었으나 뒤에 일연으로 고쳤다. 자는 

회연(晦然), 자호는 효암(曉庵)이다. 1214년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에

서 글을 배웠고 1219년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 출가해 고승 대웅(大

雄)의 제자가 되었다. 이 후 여러 곳의 선문을 방문하며 수행했고 주위

의 추대로 구산문(九山門) 사선(四選)의 으뜸이 되었다. 1227년에 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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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불장(選佛場)에 응시하여 장원인 

상상과(上上科)에 합격하였다. 

그 후 대구의 남쪽 비슬산의 보당암

(寶幢庵)에 주석, 참선에 몰두하면서부

터 수성·달성 등 지역민들에게도 많

은 정신적 영향을 끼쳤다. 1223년 이

래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자 문수(文殊)

의 오자주(五字呪)를 염하며 감응을 빌

자 문수가 현신하여 “무주(無住)에 있다

가 다음해 여름에 이 산의 묘문암(妙門

庵)에 거처하라”고 가르쳐주어 보당암

의 북쪽인 무주암(無住庵)에 거처를 옮

겼다고 전한다. 그 곳에서 수행중 국가로부터 삼중대사에 임명되었고 

1246년에 다시 선사로 임명되었다. 3년 뒤 참지정사(參知政事) 정안(鄭

晏)의 요청을 받아 남해의 정림사(定林寺)로 옮겨가 3년간 머물면서 대

장경 제조에 참여했다. 

1256년 윤산(輪山)의 길상사(吉祥寺)에 머물면서 <중편조동오위(重編

曹洞五位)> 2권을 짓고 3년후 대선사에 올랐다. 1261년 왕명에 의해 수

도인 강화도로 옮겨 선월사(禪月寺)에 머물면서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이 시기에 지눌의 종교적 정통을 계승했다. 3년 후 왕에게 청

하여 포항 영일군 운제산(雲梯山) 오어사에 주석했다가 다시 비슬산 인

홍사(仁弘寺) 주지가 되었다. 1274년 인홍사(仁弘寺)를 중수하면서 조정

▷ 일연 스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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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절 이름을 인흥사(仁興寺)로 고쳐 줄 것과 사찰현판액으로 왕의 친

필을 요청, 왕은 인흥(仁興)이란 편액을 내려주었다. 그 시기 비슬산의 

용천사(湧泉寺)주지도 겸임하면서 이 절도 중창하고 이름을 불일사(佛

日社)로 바꾸었다. 1277년에는 왕명으로 청도 운문사에 주석하며 선풍

을 크게 일으켰다. 1281년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이 일본정벌에 나섰

을 때 왕이 이를 사열하기 위해 경주에 행차하자 일연도 왕을 수종하

였고 다음 해에는 개경에 머물면서 궁궐에서 국가와 국왕을 위해 설법

을 베풀었다. 이때 국존(國尊)에 책봉되어 ‘원경충조(圓徑冲照)’라는 호

를 하사받았다. 그러나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

하여 군위의 인각사(麟角寺)로 임명받았고 나라에서는 이 절을 수리하

고 토지 100결을 하사해 하산소(下山所)로 삼았다. 여기서 일연은 선문

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구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두 차례나 개최했고 

<삼국유사(三國遺史)>의 저술에 몰두, 완성시킨 후 여기서 입적했다. 

2) 빈우광(賓于光)

자상한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수성현에서 출

생하여 문한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 정동행성에서 실시하는 향시(鄕試)

를 거쳐 동료 2명과 함께 원에 파견되었다. 거기서 회시(會試)를 통과하

고 정시(廷試)에 합격, 원의 관직에 나가 한림(翰林)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 벼슬의 뜻을 접고 귀국하여 산림에 은거, 현실 세계에서 이익과 영

달을 구하지 않고 산수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생애를 마쳤다. 그의 필

법은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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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해(朴晐) 

본관은 밀양, 충목왕 3년(1347)에 밀직부원군 문숙공(文肅公) 중미(中

美)의 차자로 출생했고 졸년은 미상. 호는 귀림(歸林)으로 가선대부 사

헌부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국사의 소란함에 벼슬을 사양하고 청주 계

림(溪林)에 은거하다가 경산현 서면 내매촌(內梅村-현 수성구 신매동)으로 

이거했다.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 예조판서공 이거(李琚), 양정

공(襄靖公) 박령(朴齡) 등과 상교했다. 

4) 채순(蔡順)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수성현 출신이다. 그는 어머니가 죽고, 늙고 

병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묘에 여묘(廬墓)살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고난 뒤 

그 다음해에 어머니 묘를 아버지 묘소 옆으로 이장을 하고 다시 3년간 

여묘살이를 해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다. 조선시대 

1) 서섭(徐涉)

호는 남은(南隱), 자세한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

하여 문종을 거쳐 단종에 이르기까지 벼슬은 대호군에서 자헌대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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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단종초에 왕족과 간신들의 발호를 경계하여 

척간소(斥姦疏)로 개혁을 주장하다가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수양대군

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호를 남애(南涯)에서 남은

(南隱)으로 바꾸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생활을 했다. 

2) 서감원(徐坎元)

서섭의 아들로 자세한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성종 때 성균생원으로 

성종의 실정을 직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심한 고문을 당한 직신이다. 

성종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 양희지(楊熙止)

1439년에 태어나 1504년에 졸했다. 본관은 중화(中和)이며 자는 가

행(可行), 호는 대봉(大峯)이다. 성종 15년(1474)에 급제하여 임금이 기호

일(圻號日)에 입시시켜 검열을 특별히 행하고 양(楊)은 희지(稀枝)가 귀하

다면서 이름을 희지(稀枝), 자를 정부(禎父)로 하사했으나 뒤에는 왕명

에 따르지 않고 처음대로 자와 이름을 썼다.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

고 문장과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연산조에 임사홍(任士洪)의 참(斬)

을 청하는 상소를 하여 무오사화에 연루된 선비들을 구했다. 

4) 전경창(全慶昌)

 중종27년(1532년)에 태어나 선조18년(1585년)에 졸했으며 본관은 옥

산(玉山)으로 대구 유일의 퇴계 문인이다. 자는 계하(季賀), 호는 계동(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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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으로 조선조 개국공신 판서 전백영(全伯英)의 후손이다. 1555년(명종

10)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2년(선조6)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관직은 검열·정언에 이르렀다. 대구에서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아 한 

때 가야산에서 학문연마에 전념했다. 그는 조선조 개국이래 약200년

간 명나라의 황조조훈 과 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조의 이인임

의 후손으로 오기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큰 공을 세웠다. 이른바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중대함을 강조한 그는 이 일을 일반사신이 아닌 전담

사신이 처리토록 건의해서 관철시켰다. 대구의 연경서원에 제향되었

고 저서로는 계동집이 있다. 

5) 손처눌(孫處訥)

명종 8년(1553)에 태어나서 인조 12년(1634)에 졸했다. 본관은 일직 

(一直)으로 자는 기도(幾道), 호는 모당(慕堂)이다. 전경창(全慶昌)과 정구 

▷ 청호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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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逑)의 문인으로 장현광(張顯光), 서사원(徐思遠)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

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대구 향교의 재건을 주

도했고 연경서원 창건에 진력했으며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는 정인홍(鄭仁弘)이 퇴계 이황을 배척한데 대해 척사부정(斥邪扶正)의 

글을 써서 도내 사림의 규합에 힘썼다. 수성 지역의 청호서원(靑湖書

院)에  배향되었다. 

6) 손린(孫遴) 

명종 21년(1566)에 태어나서 인조 6년(1628)에 졸했다. 조선중기의 문

신으로 본관은 일직, 자는 계진(季進), 호는 문탄(聞灘)이다. 김우옹(金宇

顒)과 정구의 문인으로 장현광, 정경세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가졌

다. 선조 33년(1600)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606년 문과에 병과로 합

격하였다. 광해군 3년(1611년)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둘러싸고 

정인홍이 배척하자 손처눌과 함께 척사부정문(斥邪扶正文)을 지어 이를 

비판하였다. 광해군 7년(1615) 안동교수(安東敎授)에 제수되었고, 3년 

후에는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를 거쳐 인조반정 후 예조좌랑겸 춘추관

기사관, 병조좌랑, 단성현감 등을 지냈는데 치적이 훌륭하였다는 평

을 들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우복(愚伏)의 추천을 받아 의병

장이 되었으나 난후에는 향리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장현광, 김상용

(金尙容) 등과 교유하며 지냈다. 수성지역의 봉암사(鳳巖祠)에 주향되었

으며 저서로는 문탄집(聞灘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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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헌 박응성(梅軒 朴應成) 

박응성 장군은 주부 인(麟)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선조 17년(1584) 갑

신별시 병과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도사를 지냈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적이 침략하니, 

영남 각지에서 창의가 활발하였고, 박장군도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

이 되었다.

장군은 종제 응량(應良), 세아들 근(瑾), 장(璋), 왕헌(王獻)등을 데리고 

향리의 장정들과 함께 욱수동 자양산(紫陽山)에서 산성을 쌓고 왜적과 

싸워 여러 번 크게 이겼고, 사람들은 그를 박장군이라 불렀다. 선조 

25년(1592) 6월 2일 성현(현재의 남성현)에 왜적이 침입하여 양민을 괴롭

히자 때를 같이하여 박장군은 명망높은 선비 진섬, 진엽, 남중옥, 전

락, 승적 등과 합세하여 적를 크게 무찔러 적 30여명을 베고 말 10필

을 노획했다.

6월 중순, 박장군은 고령의 의병대장 송암 김면(金沔)과 연락하여 그

의 막하에 들어갔으며, 선조 25년(1592) 6월 16일 현풍에서 손인갑 장

군, 장기길 등과 함께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또한, 왜적의 선봉이 금산(지금의 김천)에서 차단당하여 후퇴한다는 

김면(金沔) 장군의 연락을 받고 자양산성에서 적을 쳐 왜적이 경산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았으며, 그 후 김면(金沔) 장군이 성주 지역을 친다는 

연락을 받고 성주로 진을 옮겼다. 이때 현풍의 적이 강을 따라 배를 타

고 많은 장비를 싣고 성주로 내려오기에 박장군은 전첨사 손인갑과 함

께 사원에 복병하였다. 선조 25년(1592) 7월 17일 적 300여 명이 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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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성주 사원으로 내려오자 잠복했다가 불리해진 손인갑은 

물러갔고, 박장군은 세아들과 용사 장기길, 민척과 함께 싸우다가 모

두 전사(戰死)했다. 

선조 38년(1605) 4월 조정에서는 박장군을 원종공훈으로 상훈하고 

병조참의를 추정했고 세 아들에게도 포상을 주었다. 막내아들 무(珷)

는 10살 어린 나이로 남아 어머니 안씨(安氏) 부인과 욱수동 깊은 산골 

토굴에 숨어서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였다. 김면(金沔)이 공의 공로를 

상주하니 후손이 있는지를 묻고서 무를 불러 가상히 여기며 “너의 아

버지와 형들이 우리 조정의 충신이니, 너는 나에게 있어 귀한 옥과 같

아 특별히 선(璇)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노라.”라고 하고, 송암으로 하여

금 무(珷)를 교양하라고 하였다.

그 후 무(珷)는 왕이 하사한 선(璇)으로 개명하였다. 선(璇)은 광해 2년

(1606)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司僕, 從六品), 정략장군(定略將軍, 從四品), 어

모장군(禦侮將軍, 正三品), 통훈대부(通訓大夫), 비인(庇人)과 해남(海南) 두 

고을의 현감(縣監)을 지냈고, 현재 문중(門中)에 교지(敎旨)가 남아 있다.

욱수동 자양산성에는 옛성터와 말달리는 연습장이 있고 작살고개란 

지명도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무기인 깬돌무덤도 욱수골에 남아있다.   

8) 김충선(金忠善)

1571년에 일본에서 태어나 왜장으로 임진란 때 조선에 출전했다가 

조선문화에 감화되어 귀화한 인물로 졸년은 명확치 않다. 본명은 사

야가(沙也加)로 수성지역의 우록동에 거주했다. 본관은 김해(金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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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지(善之), 호는 모하당(慕夏堂)이다. 임진왜란 때 좌선봉장(左先鋒將)

으로 참전 하였다가 조선의 문물을 흠모하여 경상좌병사 박진(朴晋)에

게 귀순하였다. 

그 뒤 항복한 왜장들과 함께 의령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워 조

정으로부터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받고 도원수 권율, 어사 한준겸 

(韓浚謙) 등의 주청으로 김충선이란 성명을 하사받고 자헌대부에 올랐

다. 그 후 여진인의 침범으로 변방이 혼란하자 종군 지원하여 10여년

간 방수(防戍)하고 광해군5년(1613)에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제수되었다. 

인조2년(1624) 이괄의 난 때는 그 부장인 서아지(徐牙之)를 잡아 죽인 공

으로 사패지(賜牌地)를 받았으나 사양하고 이를 수어청의 둔전으로 사

용토록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때에는 광주(廣州)의 쌍령(雙嶺)에서 150

▷ 김충선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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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과 싸워 대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던지고 

통곡하면서 “명이 우리를 도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금수와 

같은 오랑케를 어찌 섬길 수 있겠는가. 춘추의 대의가 이제 끊어졌구

나”하고 한탄하며 대구의 남쪽 우록리(友鹿里)로 들어가 살았다. 목사 

장춘점(張春點)의 딸과 혼인하여 살면서 가훈, 향약 등을 만들어 향리 

교화에 힘썼다. 그의 저서로는 <모하당집(慕夏堂集)> 3권이 있다. 

9) 전계신(全繼信)

본관은 오산(玉山), 자는 여중(汝重), 호는 파수(巴叟)로 1594년(선조27) 

무과 별시 병과에 급제한 파동출신이다. 158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란 당시 수영 우후의 직을 맡았고 전란이 일어나자 수사가 달아나

자 대구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에 항전하였다. 1602년 경상

▷ 김충선 영정 ▷ 모하당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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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래소모진 천총으로 근무중 경상도체찰사 이덕형(李德馨)의 추천

으로 승려 유정을 따라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 공로로 참지 중

추부사가 되었고 1604년에는 경상도 우후가 되었다. 1609년 일본의 

도꾸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화친을 위해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해

오자 1606년(선조39)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사절로서 조훤, 손

문옥 등과 함께 대마도에 건너가 일본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돌아왔다. 

이후 1607년 첨지중추부사, 함안군수 등을 역임했다. 1614년에 사망

하였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화강서당(花岡書堂)이 건립되었고 시문집으

로 파수실기(巴叟實記)가 남아있다.

10) 하운서(夏雲瑞)

규정(葵亭) 하운서는 선조 경자년(1600년)에 만촌에서 태어나 77세를 

일기로 졸했다. 1620년 무과에 올라 훈련원 판관으로 이괄의 난 평정

에 참가해 진무원종후의 녹을 받았다. 그는 아들과 손자 8인이 등과해 

이를 기리기 위해 팔과정을 지었다.

11) 이서(李漵) 

1732년에 태어나 1794년에 졸했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호(季

浩), 영조 35년(1759) 문음(門蔭)으로 입사하여, 1776년 정조 즉위년에 

대구 판관으로 부임, 신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사재를 털어 제방을 쌓

아 백성 들의 칭송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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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필석(鄭弼錫)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순조 15년(1815) 별은전(別恩典)으로 부호군을 

제수받고 순조 21년에 동지중추부사와 자헌대부 용양위대호군에 올

랐다. 

13) 장자원(蔣自元)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본관은 아산(牙山), 감찰 우(芋)의 아들로 성종

조에 사마에 올라 만성참군(萬城參軍)에 이르렀다. 덕행과 효행으로 사

림의 칭송을 받았고 대덕산 밑에 은거하였고 김종직과 의교가 있었다. 

14) 김수남(金守南)

본관은 경주,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초명은 애남(愛南), 호는 우재(愚

齋)이며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웠고 인조병란에도 공을 세워 이조참판

에 증직되었다. 

15) 배영(裵泳)

본관은 성산,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호는 공천(孔川)이며 홍매산(洪梅

山)의 문인으로 효심이 돈독해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

여 3일간 회생시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죽만 먹고 3년상을 마쳤다. 

제삿날을 맞아 소리개가 날아와 제사상의 고기를 물고 가거늘 이는 자

신의 불효 탓이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니 소리개가 그 고기를 도로 물

어다 놓았다는 것이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효자정려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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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시찬(夏時贊)

1750년에 태어나 1828년에 졸했다. 호는 열암(悅菴)으로 벼슬을 사

양하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저서로는 <팔례절요(八禮節要)> 2

권과 <열암문집(悅菴文集)>이 남아 있다. 자는 경중(敬仲), 호는 달서재

(達西齋)이다.  

17) 양달화(楊達和)

본관은 중화, 1694년에 태어나 1756년에 졸했다. 대사헌 양희지의 

후예로 자는 태삼(泰三), 호는 지촌(池村)이며 문행으로 향리에서 명망

이 높았다. 

18) 두한필(杜漢弼)

▷ 하시찬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독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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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충의 7대손으로 1823년에 태어나 1893년에 졸했다. 효행이 뛰

어나 그의 사후 정려가 내려오고 정3품 통훈대부 규장각 직각을 증직

했다. 

19) 정동범(鄭東範)

본관은 청주, 1710년에 태어나 1793년에 졸했다. 호는 노암(蘆庵)으

로 벼슬은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에 올랐다. 영조 4년(1728)에 이인

좌(李麟佐)의 난 때 의병을 모아 성주 목사 이보혁(李甫赫)과 더불어 합

천에서 이를 격파하고 개선했으나 공은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은거

했다.

19) 정지언(鄭之彦)

정동범의 아들로 호는 면암(勉庵), 1740년에 태어나 1814년에 졸했

다. 조부상을 당해 아버지와 함께 시묘살이를 했고, 부친이 병환에 들

자 단을 모아 별과 하늘에 기도하니 범이 개를 물어와 약에 쓰도록 하

였다는 것이다. 고종 29년(1982) 나라에서 이조참의를 추증하고 정효

문(旌孝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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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지역에는 2020년 현재 총 4건 268점의 국가지정 문화재(국립대

구박물관소장)가 있고, 총 8점의 대구시지정 문화재가 있다. 특히 이 곳

에는 국립대구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어 중요문화재들이 많은데 종류

별로는 보물(1237, 2017, 2018)19점, 국가민속문화재 229점 등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도 1건이 소재하

고 있다. 대구시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8점, 무형문화재 2점, 문

화재자료 4건, 대구광역시기념물 3건, 향토문화유산 24건 등이 등록

되어 있다. 

시대별로는 지질시대 1개소, 청동기시대 26개소, 초기 철기시대 2

개소, 삼국시대 61개소, 통일신라시대 1개소, 고려시대 2개소, 조선시

대 36개소, 근현대 5개소 등 135개소에 이르고 있다. 

유적의 종류별로는 문화 유산가운데 유물산포지가 12개소, 생활유

적 중 주거유적이 26개소, 기타가 16개소, 무덤유적 중 선사분묘가 17

문화재와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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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고분이 25개소, 고려 조선묘가 3개소, 산업생산 유적 가운데 요

업이 2개소, 기타 1개소 정치국방유적으로는 성곽이 2개소, 교통통신 

유적으로는 봉수가 2개소 있다. 주거건축 1개소, 유교건축 10개소가 

있고, 기념물 가운데 선정비가 3개소, 충효비가 3개소, 기타 2개소가 

있고 자연유산으로는 노거수가 9그루, 지질 유산 1개소가 있다. 

가.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 문화재 

· 국립대구박물관소장 보물 

국립대구박물관에는 2019년 12월 현재 보물6종 19점과 249점의 국

가민속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보물은 1996년 1월 19일에 보물1237

호로 지정된 밀성박씨 삼우정파 종중 소장 문적(密城朴氏 三友亭派 宗中 

所藏 文籍)4종 17점과 2019년 3월 6일 보물2017호로 지정된 경산신대

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 모양 띠고리 1점, 2019년 3월 6일 보

물 2018호로 지정된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1점 등 3점이다. 

또 1993년 7월 20일 국가민속문화재229호로 지정된 진주하씨묘출토

유물(晉州河氏墓出土遺物) 249점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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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감입사장(象嵌入絲匠)

국가 무형문화재 35호로 수성구 두산동 2-2 

(천미사)의 김용운씨가 기능보유자다. 상감입사

란 조금(彫金)의 기법으로 쇠나 구리 등의 금

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

을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전통적 장식기법으

로서 우리나라에선 입사(入絲)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4세기 무렵부터 철제무기류나 청

동제 그릇의 표면에 금이나 은으로 입사장식

을 한 공예품들이 많이 발견되어 왔다. 

입사기법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고려시기

로 청동향로(靑銅香爐)와 같은 뛰어난 불교공예

품에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고려시대의 입사기법은 계속 이어져왔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청동 뿐아니라 철제에 은

입사를 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썼다. 

입사기법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적 청동은입

사기법으로, 바탕 금속(청동)에 정(釘)으로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선을 박아 넣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 중기 이래로 전래된 철입사로, 바

탕금속(철)의 표면에 정으로 가로 세로로 쪼아 

▷ 상감입사장 기능보유자 김용운

▷ 상감입사 청동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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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러미가 일어나도록 한 다음 그 위에 얇은 금은판이나 선을 놓고 

망치로 쳐서 금속에 붙이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른바 ‘포목상감(布目

象嵌)’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기법 중에서 상감입사는 조각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입사장은 대부분 철입사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상감입사와 얇은 금속

판이 입사재료로 병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상감입사기법이 매우 발

달 하였다. 상감입사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이 필요하므로 귀족층

의 기물에 쓰였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

사기법을 개발하여 일반에도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시대까지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

에 속했던 입사장, 조각장 등에 의하여 전래됐던 입사, 상감입사 등의 

공예기법이 이 왕가(李王家)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김용운은 이러한 전통을 이은 상감입사장으로 여겨진다. 기능보유

자 김용운의 상감입사 공예품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발전해

온 동체와 뚜껑의 모양이나 크기가 같은 합구형식(合口形式)의 원형합

과 같은 형식을 추구하면서 인주함(印朱函), 연초함(煙草函), 향합(香盒), 

합(盒) 등을 제작해왔다. 

또한 사용된 재료는 동의 바탕에 전연성이 좋은 은을 구리와 합금하

여 정으로 홈을 파내서 선이나 면으로 은실을 박아 넣는 기법인데 이

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감입사기법과 같다. 입사기법은 세공이기 때

문에 그다지 많은 공구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 종류의 정과 망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 장식용 금은상감입사노리개 작품에서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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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부드러운 나비, 달과 같은 곡선과 직선을 가미시키고 금재료 바

탕에 배금선으로 소나무, 학, 구름, 물결 등의 십장생문(十長生紋)을 사

용해서 형태의 분위기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보이고 있다. 

김용운씨는 또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했는데 1981년 전국공예

품경진대회에서는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 대구공예품경진대회에서 연 

4회의 금상을 입상 하는 등 수많은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1년 

기능올림픽, 대구산업 디자인전람회, 대구관광공예품경진대회 등에

서 심사장,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2) 대구시지정 문화재 

수성구에 소재한 대구시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총8건, 무형문

화재는 2건, 국가무형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총4건, 대구시기념물 총

3건, 향토문화유산 총24건이 있다. 시지정 유형문화재는 제4호 영영

축성비, 제5호 대구부 수성비, 제23호 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

불망비, 제63호 대구 동대사 고려불경, 제67호 천태사교의집예, 제78

호 감자금은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묘덕계첩), 제82호 대구 보림사소장 

묘법연화경 권4-7, 제83호 입학도설 등이 있다. 대구시 지정무형문화

재로는 제1호 고산농악, 제3호 욱수농악 2건이 있고, 문화재 자료로는 

제14호 야수정, 제16호 고산서당, 제17호 독무재, 제18호 하효자 정

려각 등 4건이 있고 시기념물로는 제9호 사월동 지석묘군, 제12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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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석묘, 제14호 노변동 사직단이 있다.  

향토문화유산으로는 청호서원, 정효각·충효각, 오천서원, 명정각, 

모명재, 영남제일관, 덕산재, 성주배씨지려비, 솔일재, 법이산 봉수

대, 수기임태랑묘, 나야대령기념비, 모운당과 충효재, 영사재, 무등재

덕산서원, 성산재, 학산재, 효자각, 봉산서원, 욱수천공룡발자국, 파동

바위그늘유적, 단군성전, 상동청동기마을 등이 있다.

(가) 유형문화재 
·영영축성비(嶺營築城碑)

대구시유형문화재 제4호로 수성구 만촌동 산 83-5 영남제일관 앞

에 세워져있다. 이 비는 영조 13년(1737) 2월에 대구성을 석성(石城)으

로 쌓고 성을 축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대구읍성은 토성으

로 쌓았는데 오래되어 허물어진 것을 선조 때에 임란 직전 보수를 했

▷ 영영축성비(왼쪽) / 정면 탁본(가운데) / 후면 탁본(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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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임진란이 일어나 왜적의 대구 침입으로 허물어졌고 전쟁이 끝난 

뒤 남쪽의 방어를 위해 대구에 석성을 쌓아야한다는 공론이 있어오다 

경상도 관찰사겸대구도호부사 민응수(閔應洙)가 조정에 건의하여 마침

내 석성을 쌓게 되었다. 이 비는 축성 이듬해 민응수가 비문을 짓고 백

상휘(白尙輝)가 글씨를 써서 대구남문(영남제일관-현 동아쇼핑 북동편) 밖에 

세웠었다. 

그후 조선 고종광무10년(1906)에 당시 일제 침략이 노골화하면서 일

제의 앞잡이였던 대구군수 박중양(朴重陽)이 일제를 돕기 위해 대구성

을 허물고 성돌을 유곽건립을 위한 땅다지기 등에 집어넣었다. 당시 

이 비석은 구 관덕정 자리에서 구달성군청(중구 동성로 2가) 부근으로 옮

겼다가 대구향교안으로 이건했고, 1960년에 현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이 비에 의하면 영조 12년 1월 8일에 축석을 시작하여 4일후인 12

일에 기초를 잡았고 체성은 4월 25일에, 여첩(女堞)은 6월 6일에 완성

했다. 주위의 총 연장은 2,124보, 성의 높이는 서남이 18척, 동북이 

17척, 여첩은 819개로 되어 있다. 축성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연인원 

78,584명으로 이들은 대구 부근의 잡색군(雜色軍)을 위시하여 대구-칠

곡의 연군(烟軍), 함길도 육진의 속오군(束伍軍), 산성의 아병(牙兵), 경상

도내의 승군(僧軍)들로 구성되었다. 

· 대구부수성비(大邱府修城碑)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수성구 만촌동 산 83-5 영남제일관문 

옆에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조선 영조조에 경상감사 민응수가 석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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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쌓은 대구읍성이 세월이 흘러 문루가 훼손되는 등 허물어지기 시작

하자 고종7년(1870) 3월에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金世鎬)가 대대적인 보

수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완공한 사실을 기록한 비이다. 

당초 이 비는 대구읍성의 남문 밖 영영축성비와 나란히 세웠는데 역

사의 굴곡과 함께 그 위치가 바뀌었다. 이 비에는 성의 높이를 당초 보

다 높이고 동서남북의 대문 문루도 고친 내용과 함께 준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낙성연을 베풀고 수성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고 유공자에게 포

상 한 내용도 함께 적었다. 비문은 관찰사 김세호가 지었고 글씨는 절

충장군(折衝將軍) 최석노(崔錫魯)가 썼다. 

이 비는 고종광무10년(1906), 친일 매국노 박중양에 의해 대구부성

이 헐리고 난 뒤 1932년 대구 향교 경내로 옮겼고 1980년 영남제일관

문이 중건되면서 현위치로 옮겼다. 비의 몸체는 청색 화강암으로 가

▷ 대구부수성비(왼쪽) / 정면 탁본(가운데) / 후면 탁본(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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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3cm, 세로 45cm, 높이 191cm이고 비석덮개는 팔작지붕형 황백

색 화강암이며, 비석 받침은 장방형에 황백색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  이공제비(李公堤碑)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郡守李侯範善永世不忘碑)

이 비들은 대구시지정 유형문화재 23호로 수성구 상동 182번지 이

서 공원 안에 세워져있다. 이공제비는 조선조 정조 즉위년(1776)에 대

구판관으로 부임한 이서(李漵; 1732~1794)가 2년간 재임하면서 정조 2

년에 대구분지의 가창골에서 금호강으로 관류하는 하천의 상습적 홍

수 재해를 막기 위해 사재를 털어 제방을 축조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

운 송덕비다. 

▷ (구)이공제비(왼쪽) / 이공제비(가운데) /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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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고종광무2년(1898) 큰 홍수로 이서가 쌓

은 제방의 하류 부분이 유실되어 대구읍성이 위험에 처하자 당시의 대

구군수 이범선(李範善)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고로 짧은 시

일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주민의 걱정을 들어준 것을 기린 비다. 이 두 

비석은 지방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치수에 힘써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

준 데 대해 백성들이 스스로 세운 송덕비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들이 오늘날의 대구 모습의 일부를 만든 인물이란 사실을 기록한 데 

의의가 있다. 

이서가 대구 판관으로 재직시에는 현재의 신천이 용두산-수도산-동

산-달성공원앞-금호강으로 흘렀는데 이를 이서의 제방축조와 이범선

▷ (구)이공제비 전면탁본(왼쪽) / (신)이공제비 전면탁본(가운데) /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전면탁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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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공사로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물줄기를 돌렸다.

이공제비는 1778년 제방을 완공하고 그 해8월에 세웠는데 비의 이

름을 이공제라 한 것은 중국 송나라의 학자 소식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쌓은 제방을 백성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소공제라 했던 전례에 따

른 것으로 이 비를 이후제(李侯堤)라고도 불렀다. 

그 후 이 비가 유실되자 정조 21년(1797) 이 비를 다시 세우고 해마다 

1월 14일에 향사를 올렸다. 그러다 순조 5년(1805)에 기존의 비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를 건립해 현재까지 두 개의 비가 전해지고 

있다. 순조 때 세운 비는 그 뒤 유실 되었다가 1987년 신천대로 공사 

당시 수성교 서편 땅밑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발견해 다시 건립했다. 

이들 비석은 중구 대봉 1동 655번지 신천대로변에 세워져 있었으나 

그 지역의 수목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아 이를 2000년 9월 6일 새

로 조성한 신천동로변의 이서공원에 옮겨 주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서공원에 이건한 뒤 수성문화원에서 해마다 정월에 향

사를 올리고 있다.

· 대구 동대사 고려불경일괄(유형문화재 제63호)

대구 동대사 고려불경 일괄(大邱 東大寺 高麗佛經 一括)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12년 1월 30일 대구광

역시의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다.

- 대방광불화엄경 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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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 권12(大方廣佛華嚴經 卷12)은 권수의 일부가 낙장

되었지만 권말의 축까지 완전하며 권말에는 음의(音義)가 있는 점

에서 재조대장경 조성 당시의 국내본에 대한 이해에 보충적 자료

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대방광불화엄경 권43

대방광불화엄경 권43(大方廣佛華嚴經 卷43)은 권수의 일부가 낙장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권말까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사경체가 

가미된 필체로 간행시기가 11~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불

교사, 서지사, 서예사 등의 중요한 자료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는 의상의 중요 저술이라는 점과 서체와 

형태면에서 12~13세기의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당시의 

인쇄문화와 서체, 간행사실 확인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불설치성광대위덕금륜왕소재길상다라니경

불설치성광대위덕금륜왕소재길상다라니경(佛說熾盛光大威德金輪

王消災吉祥陀羅尼經)은 권말에 김숙룡(金叔龍)이 국왕과 진강공(晉康

公) 최충헌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정우(貞祐) 4년(1216) 병자(丙

子) 8월에 간행하였음을 밝히는 발원문이 있어 불교사, 서지사 측

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당시의 사상사를 보충하는 기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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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태사교의집해(天台四敎儀集解)(유형문화재 제67호)

고려시대 고승인 제관(諦觀/ 900~975)이 천태사상을 집약하여 정리한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에 대하여 여러사람이 풀이한 것을 송나라 고승

인 종의(從義/1042-1091)가 집해(集解)한 책이다. 2013년 10월 30일 대

구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15세기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것이다. 인쇄 

및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선전기의 금속활자 연구 및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 감지금은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묘덕계첩)(유형문화재 제78호)

감지금은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묘덕계첩)(紺紙金銀泥文殊最上乘無生戒

法, 妙德戒牒)은 인도 출신 승려로 중국을 거쳐 고려에 입국한 지공(指空, 

1300-1363)이, 자신이 번역한 『문수최상승무생계경(文殊最上乘無生戒經)』

의 내용을 바탕으로 1326년(충숙왕13)에 지켜야할 계율의 내용을 묘덕

(妙德)에게 남색종이(紺紙)에 은글씨로 써서 준 계첩이다. 8.9×5.8㎝의 

소형의 절첩본으로, 받은 이의 이름을 붙여 『묘덕계첩』이라고도 한다. 

표지는 금은으로 그린 연당초문 바탕 중앙에 서명(書名)인 ‘문수최상승

무생계첩(文殊最上乘無生戒牒)’이 기록되어 있고, 제1면에는 구름 위에 

마련된 연꽃 대좌에 문수보살이 앉아 있는 금으로 그린 변상화가 있

다. 본문은 1면 5행 13∼15자로 무생계법을 은글씨로 필사하였다. 내

용은 서문(序文), 사귀의(四歸依), 육대서원(六大誓願), 최상승무생계(最上

乘無生戒), 발원문(發願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계첩은 현존하는 



문화재와 자취 127

지공의 무생계첩 3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제

작 관계자, 연대, 변상도의 그림솜씨와 희귀성으로 볼 때 중요한 자료

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 대구 보림사소장 묘법연화경 권4-7(유형문화재 제87호)

이 책은 묘법연화경 전7권 중에서 권4에서 권7까지의 책을 하나로 

묶은 책이다. 발문에 따르면 이 책은 1448년에 숙질사이인 효령대군 

(孝寧大君)과 안평대군이 발원하고 승려들과 더불어 간행하였다.

· 입학도설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 권근이 성리학의 기본원리를 도식화 해서 설

명한 책이다. 1책 목판본 전집 단간본과 전후집합간본의 2종류가 있

다. 전집은 1390년 의주 유배당시 그에게 대학,중용 등을 배우려는 초

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한 것이며, 후집은 그 뒤부터 죽을 때

까지 계속 연구해 완성한 것이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근본으로 주희

의 대학, 중용장구를 참고하여 여러 유학자들의 격언을 취했고 학생들

과의 문답도 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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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형문화재 
· 고산농악 

이 농악은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 1호로, 수성구 대흥동에서 자생

하여 전승된 전통농악이다. 대흥동은 고려시대부터 곡기(谷己)라 불리

웠던 전형적 농촌 자연부락으로 각성바지들이 살았고 서울로 가는 길

목이 었다. 이 농악은 마을이 개척될 무렵부터 생겨서 농악 본래의 소

박성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된 채 전승되고 있다. 

이 농악은 주로 대흥동의 음력 보름 동제(洞祭) 때 연희되어 내려온 

것인데 동제는 상당 중당 하당(上堂 中堂 下堂)의 차례로 지냈고 이 농악

은 동제가 끝난 뒤 동제왕복 길에 풍물놀이로 행해져 왔다. 

이 농악의 특징은 촌락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통의 아름

다움을 잃지않고 마을 단위의 향토색 짙은 형태를 유지한 점이라 할수 

있다. 특히 풍물놀이 과정에 나오는 ‘닭쫓기 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

는 독특한 것이다. 

본래 이 고산농악은 작고한 상쇠 장이만씨(남)에 의해 보존돼 왔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부락마치, 조름쇠, 굿거리, 살풀이 가락 등의 가락을 

잘 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에 의해 전승된 고산농악 매구가락의 네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부락마치(길매구 가락) : 4분박의 빠른 4박자의 길매구 가락이다. 꽹 

과리는 ‘갱갱갱개개개개 개개개개 개개개개...’하고 친다. 이 부

락마치는 행진할 때 치는 가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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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름쇠 : 4분박의 매우 빠른 4박자의 가락이며 꽹과리는 네 가지 

의 가락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 개개개개 

개개 갱갠지갠지 개개갱’으로 치고, 둘째 쇠가락은 ‘개개갱 개개

갱 개개개개 개개갱 개개갱’이며, 셋째 쇠가락은 ‘개갱개개갱 갱

갱개개갱개개갱개개 갱 개개갱개개갱’으로 치며, 넷째 조름쇠 쇠

가락은 ‘갱갱갱갱 갱갱갱 갱....’을 반복한다. 

3)  굿거리 : 굿거리는 4분박의 보통 빠른 3박자의 가락이다. 쇠가락

은 ‘갱개갠 개갠개개갠 갱갱개개갠....’으로 친다. 

4)  살풀이 :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 가락과 4박 가락으로 이루어진 

혼합 박자이며, 꽹과리는 ‘갱웅웅 갱웅갱갱지갱갱갱갱’으로 치

고, 다시 ‘개갱지 개갱지’하면서 친다. 

▷ 고산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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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편성과 복색을 보면 상쇠와 중쇠 각 1명, 징 6명, 북 10명, 징

고 10명, 소고(상모) 14명과 포수 1명, 양반 1명, 색시 2명, 농기 3명, 

각 1 명 등으로 되어 있다. 연행은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길매구 :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 북, 장고, 상모, 잡색 

이 먼저 놀이 마당으로 들어간다. 

2)  덩덕궁이(원진) :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면 시계 반대 방향

으로 원진하고 이어서 태극을 만들기 위하여 원을 만들고, 계속해

서 태극 무늬를 만들며 시계 방향으로 돈다. 

3)  둘석(진굿) : 원을 돌며 상쇠의 쇠꺽음에 따라 뒤돌아가기를 두 번 

한 후 상쇠가 다시 한번 쇠를 꺾으면 뒤로 돌아 두 개의 동심원

을 그린다. 

4)  춤굿(판굿) : 상쇠의 덧배기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면서 각자 흥겹게 

춤을 엮어 나간다. 

5)  닭쫓기 : 이는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상모

팀 전원이 원 중앙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닭(각시와 양

반)을 쫓는다. 

6)  방석말이(오방굿) : 농기를 구심점으로 상쇠가 원을 돌면서 좁혀 들

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풀어나온다. 

7)  모내기굿 : 원이 풀어지면서 징, 북, 장고가 일렬로 서고, 이를 마

주 보고 상모가 또 일렬 종대로 서서 상모가 중앙에서 쇠를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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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다. 이는 모내기, 모심기, 김매기 놀이의 형태다. 

8)  법고놀이 : 상모, 장고, 북, 징의 순으로 각악기팀 전원이 원중앙

에 나와 팀별 놀이를 진행한다. 

이 같은 고산농악의 전승을 위해 대흥동에서는 19세기부터 계가 조

직 되어 있으며 그 때 사용하던 계첩도 남아 있다. 근래에는 1983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공부장관상(우수상)을 탔고 그 

때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고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 욱수농악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 3호로 수성구 욱수동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첫  예능보유자는 김호성(金浩星)이다. 욱수농악의 유래는 1981년 7월 

경산군 고산면 욱수동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수성구에 들어온 욱수

동에서 자생한 농악으로 과거 농업을 주로 해 온 자연부락이 그 배경

을 이루고 있다. 

욱수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洞祭堂)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흩날 관례

적으로 연희를 해오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농악이다. 천왕받이굿

은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굿인데, 이 내림굿에 뒤따르는 판굿

과 보름날의 구걸(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한 묶

음의 놀이틀이 되어 욱수농악으로 전승되어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동제가 도시화 과정에 중단되고 달불놀이

는 입산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농악과 지신풀이는 1963년부터 친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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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이 농악의 연행 구성 가운데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 지방에는 드문 

전형을 가진 놀이란 점이 특징이다. 쇠가락은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

고 잔가락이 적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보유하며 특히 길굿의 가락이 독

특하다. 욱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 즉 연희농악이 

복합된 농악이며 경상도 내륙의 농악은 농사굿이 많은데 비해 전체의 

구성은 진굿에 가까운 농악이다. 

예능보유자 김호성은 20세 때인 1948년께부터 경산군 압량면에 거

주 하던 김차동(金次東)에게 쇠가락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차

동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마을의 구걸패 등에서 종쇠로 활약하

였고 고산농악대에 종쇠로 활약하기도 했다. 1985년 4월부터 6월까

▷ 욱수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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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새로 창단된 현대중공업의 농악팀 지도를 맡은 바 있다. 1989년

에 예능보유자 로 지정되었다. 

이밖에도 예능보유자로 박원호(朴元鎬), 이만방(李萬邦) 등이 있다. 박

원호는 욱수동에서 출생하여 이옥관(사망)에서 서병극(사망)으로 이어

지는 전승자이다. 설상모 이만방은 13세 때부터 이 마을의 상쇠였던 

서병극을 따라다니며 끝 법구를 치고 상모를 돌렸다. 

욱수농악의 편성은 상쇠와 종쇠 각 1명, 법고 12명, 양반 1명, 색시 

1명, 기수 2명, 징 6명, 장구 8명, 목나팔 1명, 포수 1명, 농기수 1명 

등이다. 

복색은 편성에 따라 하는데 상쇠는 벙치를 쓰고, 흰옷을 입고 적황 

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종쇠는 흰옷에 적황 녹색의 띠

를 양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벙치를 쓴다. 징은 흰옷에 적황 녹색의 띠

를 양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회색 고깔을 쓴다. 북과 장구는 징과 같

은 복색을 한다. 법고는 흰옷에 적황 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

른다. 목나팔은 징과 같은 복색을 하고 오동나무로 만든 나팔을 분다. 

양반은 두루막을 입고 종이로 만든 정자관을 쓴다. 포수는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며 등에 망태, 꿩털, 토끼털을 메고 목총을 든다. 색

시는 노랑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는다. 농기수와 기수는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연행은 모두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매구(질굿) : 쇠는 4분의 2박자로 치며 세 가지 리듬으로 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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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을 보여주는 길놀이다. 

2)  천왕받이굿 : 동제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굿이다. 주민들은 이 

굿을 할 때 마치 “천왕님 천왕님 처렁 처렁 내리소”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3)  둥글데미 : 대원들은 원형을 지어 상쇠가 ‘무정지겡이’, ‘허허깍 

깍’, ‘잦은모리’등의 세 가지 가락으로 변주하면 대원들은 악기 장

단에 맞추어 원무를 춘다. 

4)  마당놀이 : ㄷ자형의 대형을 만들어 징, 북, 장고, 법고잡이들이 

각 각 조별로 묘기를 보인다. 

5)  외따기 : 2열종대의 대형으로 마주 보고 앉은 대원들을 상쇠가 빠

른 가락으로 Z자형으로 돌면서 징, 북, 장고, 법고 순서로 끊어 차

례로 일으켜 풀어나간다. 

6)  덧배기 : 상쇠가 춤매구 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장단으로 어깨춤을 

춘다.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을 가진 춤이다. 

7)  오방진 : 상쇠, 중쇠, 잡색이가 중앙에 원을 만들고 징, 북, 장고, 

법고가 각각 네 군데 원형을 그리며 오방진을 만들어 논다. 

8)  덕석말이 : 똘똘말이라고도 한다.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전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또 풀면서 태극형을 

그리는데 두 군데서 밀집적 원진을 그린다. 

욱수농악은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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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욱수농악대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 향토문화유산 

· 야수정(倻搜亭)

문화재 자료 14호로 지정

돼 있는 야수정은 수성구 상

동 140-4에 위치한 조선조 

때의 유교 건축물로 1900년 

경에 건립된 진(秦)씨 문중의 

재실이다. 이 건물은 일제침

략기에 지어진 만큼 한일절충형의 과도적 양식을 특징으로 하고 건립 

당시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의 재실 건물이었으나 나중에 개

인의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 배면 부분 전체가 반

칸씩 증축되어 겹집처럼 바뀌었다. 

이 건물은 화강석 기단 위에 원주형 정평초석을 놓고 전면 6주는 두

리 기둥으로, 나머지는 네모기둥으로 세운 소로수장 집이다. 마루를 장

마루로 꾸미고 여모 중방 밑을 붉은 벽돌로 쌓고 건물의 전면 모두에 유

리창문을 달았으며 방의 천장은 일식 천장에 우물정자로 마감하였다. 

· 고산서당(孤山書堂)

문화재자료 15호로 수성구 성동 산22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유교 건

▷ 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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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다. 이 서당은 앞쪽으로 

남천(南川)과 고산 들판을 바

라보는 성동의 서원골 야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의 건물은 1879년 4월 16일

에 세워졌으나 이 서당은 처

음 언제 건립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가 분명치않다. 다만 전해오는 

이야기로 퇴계선생이 강학을 했다는 설에 근거해 1500년대 이전에 건

립되어 임진왜란 등 세월의 풍상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

손과 중수를 되풀이해 오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임란이후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처음 서당으로 건립된 이 서당이 1500년대 지어졌을 것으로 보는 이

유는 생몰 연대가 1501~1570년인 퇴계 이황이 여기에서 강(講)을 했

다는 전설이 있고 생몰연대가 1563~1633년인 우복 정경세가 역시 이 

곳에서 강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서당 뒤편에 남

아있는 이 두 분의 강학유허비(講學遺墟碑)와 아름드리 정자나무가 그 

내력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석과 나무는 이 서원이 건립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록을 건립의 결정적 근

거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서당에는 퇴계와 우복의 사후 사당을 지어 두 분의 위패를 모셨

으나 그후 소실되었다. 그 뒤 조선조 숙종 16년(1690)에 다시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시면서 고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대원군의 서

▷ 고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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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던 것을 고종 16년(1879) 지역 유림에서 강당만 

다시 지어 고산서당이란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최근에 서

원으로 다시 격을 높혔다.

유허비의 내용은 선조 40년(1607) 우복 정경세 선생이 대구부사로 

부임하여 이 서당에 퇴계 선생으로부터 ‘고산’이라는 제호와 ‘구도’라

는 친필을 받아 걸고 강학을 해왔었던 사실을 적은 것인데 비문은 당

시 현령으로 부임했던 이헌소(李憲昭)가 지어 고종9년(1872)에 세웠다. 

이 서원은 네모 꼴의 흙담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납도리 위에 세 개의 

대들보로 간결하게 짜 맞춘 구조로 큰 대들보는 가운데가 굽은 목재

와 막석까래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는 홑처

마 팔작지붕이다. 

고종연간에 서당을 중건한 후 지역 유림에서는 해마다 몇 번씩 이 곳

에 모여 강학을 하고 향음례도 행해오다가 근래에 들어 매년 음력 4월 

16일에만 유림들이 모여 강을 하고 있다. 

· 독무재(獨茂齋)

이 재실은 유학자 하시찬(夏時贊 ; 1750~1828)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와 유림에서 세운 조선시대의 유교 건물로 수성구 만촌동 188-1

에 소재 하는 대구시 문화재자료 17호이다. 

독무재는 벼슬을 마다하고 학문 연마와 제자 교육에만 전념해 칭송

을 받아왔던 유학자 하시찬이 생존시 학문과 강학을 했던 독무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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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茂巖棲)를 그가 세상을 떠나

자 제자들과 유림이 학계(學

契)를 만들어 그 자리에 그의 

정신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다시 지은 건물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당초 동구 효목동 

경북주유소 부근 경부철로 옆에 있었는데 1968년 4월 대구시 4차우

회로 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장소로 이건했다. 이 때 이전에 없던 경덕

사와 장판각을 새로 지었다. 장판각에는 그가 남긴 저서 <팔례절요(八

禮節要)>와 <열암문집(悅菴文集)>의 판각이 보관되어 있고 경덕사에는 

매년 3월 상정일(上丁日)에 각처의 유림들이 모여 춘향(春享)을 지냈다. 

독무재 경내에는 사당인 경덕사와 강당인 독무재가 나란히 배치됨

으로써 좌학우묘(左學右廟)의 전형적 공간 기능 배치를 했다. 독무재는 

정면 6칸 측면 1칸반의 규모인데 가운데 2칸의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에 방이 있는 홑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전면에는 반 칸의 툇칸을 

두었다. 또 박공 양쪽에 풍판을 설치했고 가구(架構)는 3량가(三樑架)이

며 만곡(彎曲)된 대량(大樑) 위

에 제형판 대공을 세워 마룻

대를 받았고, 연목도 자연재

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대구에

서는 조선시대의 고건축으로

▷ 독무재

▷ 독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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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기 드문 건물로서 대구를 대표할 정도의 조선시대의 유학자를 기

념할만한 건축의 품위를 보여준다. 

· 하효자정려각(夏孝子旌閭閣)

수성구 만촌동 389-9에 위

치한 고려시대 이부시랑(吏部

侍朗) 하광신(夏光臣)의 어머니

에 대한 효행을 기리는 효자

비로 대구시 문화재자료 제

18호이며,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오래된 효자비이다. 이 

비는 1327년 하광신의 효행을 보고 받은 고려 충성왕이 그가 살던 

마을에 ‘효자고려이부시랑하광신지려(孝子高麗吏部侍朗夏光臣之閭)’라는 

정려를 세우게 함으로써 건립되었다. 그 위치는 달성 하씨(達城夏氏)들

의 종산(宗山)인 수도산 자락에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

로 알려졌다. 그 뒤 정조 5년(1781년) 2월에 비신은 가로 68cm, 세로 

21cm, 높이 150cm 크기의 연청색 화강암으로, 받침돌은 장방형 황

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어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다시 세웠으나 일제 무

렵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하광신은 달성 하씨로 시조인 중국 송나라 대도독 하흠(夏欽)의 현손

자다. 하흠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귀화해 정착했고 그의 아들 용(

溶)은 고려를 침공하는 오랑캐를 무찔러 많은 공을 세웠고, 그 공로로 

▷ 하효자정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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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고 그 이후 대구 지역에 하씨들이 집단적으로 

살게 되었다. 특히 용의 증손자 광신은 어릴 때부터 효행이 지극한 것

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효행록 중에 감동적인 일화는 몇 해째 중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

시는 노모가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해 이를 

구해드렸다는 얘기다. 

어머니의 청을 들은 광신은 얼음이 녹지 않은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

아를 구해올 것인지 낙담을 하고 뒷산에 올라가 효성이 부족함을 한탄 

하며 혼자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새 날이 저물고 뒤에서 부스

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위협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를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더라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는 

채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손살같이 달려 산중의 어느 외딴 오두막 집 앞

에 내려놓았는데 그 집 문틈으로 불빛이 새나왔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찾으니 마침 그 집에 제사가 들었는데 제사 상 위에 그렇게도 찾았던 복

숭아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복숭아 한 

개만 달라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간청한 끝에 복숭아를 얻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간호를 했으

나 끝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낸 후 3년간 시묘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나라에 전해져 국가로부터 효자 정려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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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구시기념물 

· 사월동 지석묘군 <사월동 지석묘(2)> 

시도기념물 9호로 수성구 

사월동469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선사분

묘로 대구와 경산의 경계 지

역에서 남쪽을 향해 흐르는 

욱수천 하류 유역에 분포하

는 지석묘군 가운데 하나이다. 외형상으로 남방지석묘로 분류되는 형

태이며 상석 4개가 밀집되어 남아 있다. 욱수천과 남천이 합류하는 복

합선상지에 위치하여 욱수천 지역에서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 

도시화와 더불어 대구 -경산간 도로상에 면한 시지동과 사월동 사이

에 있는 섬유공장 내에 4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 곳이 택지

로 개발되면서 시지보성타운이 들어섰고 이 주택단지 서편에 소공원

처럼 조성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곳 지형은 남쪽에 금호강의 지류가 

합류하는 신매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성동의 고산이 있을 뿐 주변은 

넓은 충적평야다. 1호 지석묘는 상석의 파괴가 심하며, 형태는 판석형

이다. 장축은 남-북향, 상석의 크기는 길이 185cm, 너비 147cm, 높

이 70cm이 다. 하부에 3개의 지석이 있다. 

2호 지석묘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크기는 길이 170cm, 너비 110cm, 

높이 94cm이다. 장축 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하부에 지석으로 추정

되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 사월동 지석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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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석묘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상석 크기는 길이 237cm, 

너비 142cm, 높이 127cm이다. 장축 방향은 남-북향이다. 상석 아래

는 흙으로 매몰되어 지석의 유무는 분명치 않다. 

4호 지석묘의 크기는 길이 200cm, 너비 160cm, 높이 70cm이다. 

하부에는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괴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 대구 상동 지석묘(3) 

이 유적은 상동 80 일대 현

정화 우방팔레스 아파트 부

지에 위치했던 청동기시대

의 선사분묘로 2006년 4월 

20일 대구시 기념물 12호로 

지정 되었다. 당초 구 정화여

중고 동편 수성들에서 수습한 여러 기의 지석묘 상석이 이 학교로 옮

겨졌었고, 그 무렵 이 학교의 가사실 남쪽에 방형의 길이 190cm, 폭 

147cm, 높이 75cm 규모의 화성암으로 된 지석묘 1기 가 있었다. 그

러나 이 지석묘는 1972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했을 때 학교 가

사실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상태로 있었다. 남아있던 지석묘 

규모는 길이 150cm, 폭 50cm 가량이며, 내부 바닥에서 2단병식석검

이 출토 되었다. 

그 후 2000~2001년의 두 차례에 걸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발

굴 조사에서 상석을 구비한 지석묘 1기와 석관묘 2기, 석곽묘 31기를 

▷ 상동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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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였다. 발굴 조사 후 현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서편 소공원에 

형태가 잘 남아있는 지석묘 4기, 석관묘 3기, 주거지 2기를 이전 복원

하였다. 

· 조선시대 사직단(노변동 사직단) 

이 유적은 수성구 삼덕동-시지택지 지구간 도로 건설 구간인 노변 

동 산 3번지 일대에서 조사된 조선시대의 사직단으로 2006년 4월 20

일 대구시 기념물 제 16호로 지정되었다. 사직단은 조선시대의 지역 

행정 관청에서 나라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토지와 곡식의 신

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다. 이 사직단은 도로 개설과 함께 다시 복

원됐다. 그후 2010년부터 수성문화원이 해마다 수성사직제를 봉행하

고있다. 

▷ 노변동 사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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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유적·유물 

수성지역에는 국가와 대구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유적 유물 이외의 

지질유적, 성곽, 봉수대, 산업유적, 생활주거 유적, 유물산포지, 고분 

등 주요 유적 유물들이 숱하게 산재해있다. 

1) 지질유적 

· 대구 욱수천 공룡 발자국 

욱수천의 하천 바닥 퇴적암에 화석화된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

러나 있다. 퇴적암의 각기 다른 두 개의 지층면에서 각각 한 개의 공룡 

발자국 보행열이 나타나며 두 지층면의 높이 차이는 12cm이다. 

이들 발자국의 주인공인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네 발로 걷는 초

식 용각류 공룡이다. 발자국은 앞발과 뒷발이 함께 나타나나 앞발의 

것은 뒷발에 비해 매우 희미하다. 발자국의 크기는 앞발의 경우 길이

와 폭이 각각 12cm, 16cm이며, 뒷발은 각각 25cm와 19cm이다. 발

자국 보행열에서 구해본 걸음 너비는 약 52cm이며, 걸음 속도는 시

속 약 3.4㎞로 계산된다. 또 어깨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는 약 115cm

로 추정된다. 

이 곳의 퇴적암 지질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년전 중생대이다. 

하부 공룡들의 발자국들이 화석화 과정을 거친 후 풍화, 침식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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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수천 공룡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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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표에 다시 노출된 것이다. 이 공룡 발자국은 이곳을 지나던 대

구시내 박두광 교사(성명여중)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밖에도 공룡발자국은 수성교부근 신천 바닥과 대구시경찰국 뒷산

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이 곳이 오랜 옛날 공룡들이 살았던 곳임을 보

여주고 있다.

2) 성곽 

· 욱수동 산성 

욱수동 산163 일대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이 성은 경산에서 

▷ 욱수천 공룡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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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약 2㎞, 고산산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

산(紫陽山)에 위치해 일명 자양산성(紫陽山城)이라고도 부른다. 고산산

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이 두 산성이 전략적으

로 함께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성 주변에는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

고 사월동 지석묘군, 시지동 지석묘, 매호동 지석묘 등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어 이들 지석묘가 만들어졌던 시기로 추정되는 삼국

시대의 주거인들이 만든 성곽으로 보여진다. 

  이 산성은 둘레 약2㎞의 포곡식(包谷式)산성으로 북면은 자연적인 

암벽과 급한 경사면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남동쪽면은 석축을, 

남서쪽 면은 석토축(石土築)을, 그리고 북쪽면의 능선 일부에는 토축을 

쌓았다. <동국여지승람> 권27 경산현 고분조에는“古浦城在縣西九里

石築 周三千一百七十尺今廢(옛 포성은 현의 서쪽 9리에 있었고, 그 성의 석축 

둘레가 삼천 일백 칠십척이었는데 지금은 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욱수산성

은 옛날의 포성(浦城)과 같은 산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이 산성을 임진왜란 당시 경

산 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紫山山城)으로만 알고 

옛 날의 포성이었던 사실은 전혀 몰랐다. 물론 옛 포성이 반드시 이 산

성과 일치한다는 확증은 없지만 이 지역에는 이 곳 밖에 산성이 확인

되는 곳이 없으므로 같은 산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

어 이 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지만 그 후 방치되어 폐성 상태로 있

다가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에 의해 새로 수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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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산성(城洞山城)

이 산성은 수성구 성동 산1-50 지역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이 성은 현재 그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이나 옛 행정구역

으로는 경산군 고산면이었기 때문에 고산토성(孤山土城)이라고도 부른

다. 이 성이 축조되어 있는 곳은 좁은 의미의 대구분지를 벗어난 구릉

지와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성은 주로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의 합류 지역에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에 접해 있고 서쪽 일부만 계곡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구릉

지와 접하고 있다. 성의 둘레는 약 15㎞이고 포곡식과 산정식(山頂式)

이 혼합된 형태다. 처음부터 이같은 형태로 축성을 했는지 아니면 처

음 축성 후 2차적으로 다른 형태를 절충 결합한 것인지 지금의 외양만

으로는 알 수 없다. 

성이 있는 구릉의 남쪽 산록에는 고산고분군이 있고 동쪽 산기슭에 

면하여 흐르는 남천을 따라 약 1㎞ 쯤 올라간 상류쪽 구릉에는 욱수동 

고분군이 있어 이들 고분군이 축조된 시대에 만든 성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남천지역에는 고인돌이 다수 분포한다. 그리고 이 성 내부

에 무문토기와 삼국시대의 와질토기가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이 구릉

에는 성을 쌓기 전부터 어떤 세력 집단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면서 삼

국시대초기에 토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계곡쪽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경사면을 깎아 편축법(片築法)으로 쌓았고, 모산지가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협축식(夾築式)으로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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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수(烽燧)

· 대구 파동 법이산(法伊山) 봉수 

수성구 파동 산 23 일대에 소

재한 조선시대의 봉수다. 해발 

333m의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 

이 봉수대는 규모가 작은 간봉

이다. 봉수 둘레는 40m 정도이

고 석단으로 쌓은 흔적이 남아 

있으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문헌과 발굴조사 결과는 조선조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보인

다. 이 봉수대에는 봉수시설과 함께 날씨가 가물 때 강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올리는 기우단이 함께 시설된 흔적이 남아 있다. 현대적 통

신 수단이 없을 때 연기와 불로 위급한 상황을 알렸던 이 봉수는 남쪽

으로부터 알려오는 정보 사항이 밀양-청도를 거쳐 전달되면 북쪽의 

경산-하양-영천-의성으로 이어주는 중간 연락 역할을 했다. 가깝게

는 남쪽의 팔조령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의 대구 성동 성산(고산)

봉수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서로간의 거리는 약8㎞이다. 

▷ 법이산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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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유적 

·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대구시 욱수동 산 48-1과 경산시 옥산동 671-1 일대에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토기를 굽던 요지(窯址)이다. 유적은 삼덕동-시지택지간

의 월드컵로를 경산에서 대구쪽으로 따라가다 대구시와 경산시의 경

계 지점의 우측에 보이는 나지막한 구릉지에 있다. 이 유적은 옛부터 

경산시 중산동 토기요지로 알려져 왔는데 행정구역의 변화로 수성구

에 속하게 되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차에 걸쳐 이 요지를 조사한 바 있다. 1998년 

1차발굴조사에서는 3기의 삼국시대 가마와 삼국시대 석실이 드러났

으며, 2000~2001년의 2차 조사에서는 삼국시대 가마 38기, 수혈, 폐

기장, 구상유구 등 73기, 삼국시대 석실묘 18기, 석곽묘 3기, 토광묘 1

기 등 총 597기가 발굴 되었고 토기류, 자기류, 금속기류 등 2,226점

이 출토 되었다. 

현재는 토기 가마가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었던 동남쪽 사면 일대

에 5기의 토기가마가 정비되어 지하에 원형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 유

적에서 발굴된 토기가마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1기는 국립대구박물관

에 이전 보관하고 있다. 

· 대구 성동 와요지(瓦窯址)

수성구 성동 산32-2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기와굴 터이다. 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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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성동고분군이 위치한 남쪽 능선의 정상부에 있다. 정상부의 능선

을 따라 동편으로 나있는 작은 길의 북편에 치우친 곳에 3기의 와요지

가 분포하고 있다. 가마는 내부가 함몰된 채 파괴되어 있는데 잘려진 

요지의 벽면에 벽면 조각과 기와조각이 박혀 있다. 

규모는 길이 8m, 폭 4.5m이고 함몰부 폭은 1.5m 정도다. 자연사면

을 따라 축조된 남-북 장축(長軸)의 등요(登窯)로 추정된다. 약 20m 간

격으로 3기가 동-서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벽체의 조각

과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다. 

· 대구 가천동 공방지(工房址)

수성구 가천동(佳川洞) 98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수공업적 산업생산 

유구이다. 고모역에서 경산 방면으로 600m 정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가천동 마을의 동북편 구릉에 공방유구들이 분포되어 있다. 조그마한 

이 구릉에는 상당한 고분군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방유적은 이 고분

군의 서편 끝자락에 위치하며 해발 약40m에 있다. 구릉지라 하나 거

의 평지에 남아있는 이 공방 유구는 근래 들어 경지정리를 하면서 복

토를 하거나 경작을 하는 바람에 윗부분의 유구는 완전히 교란되었다. 

그럼에도 현지표에서 약 70cm 정도 흙을 깎아낸 자리에서 유구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9년 5월 10일부터 7월 31

일 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수혈 유구 18기, 노지 1기, 구상 유구 3기가 

확인 되었고, 주혈 120여 개가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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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주거유적 

· 대구 고산지역 유적 

수성구 시지동, 매호동, 신매동, 사월동, 옥산동, 성동, 노변동 일대

에 위치한 청동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유적 및 분묘, 

지석묘 등이다. 고산 지역 일대는 성암산, 안산, 대덕산 등의 남부산지

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인데 이 선상지

를 가로 질러 흐르는 시지천과 욱수천 등 소하천 주변에 선사시대 주

거 유적과 지석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남쪽과 동쪽의 조그마

한 구릉지엔 삼국시대의 생산 유구와 분묘 유적이 위치한다. 또한 유

적의 북쪽과 남쪽으로는 성동산성과 욱수산성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고산 지역의 유적은 생활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에 고분유적, 성곽유적 

등이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분포해 특징적 배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 대구 범어동 379 유적 

범어동 379 일대에 분포한 조선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범어네거리

의 남동쪽 독립된 구릉 일대에서 발굴 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

대 구상 유구 2기, 수혈 유구 12기, 우물 1기와 소토유구 1기 등이다. 

· 대구 황금동 산 70-3 유적 

이 유적은 수성구 황금동 산70-3 및 25-2 일대에 남아있던 조선시

대의 생활 유적으로 황금동에서 만촌동에 이르는 길이 약 2.8㎞,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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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의 도로 건설구간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지역은 동고서저(東高西

低)의 지형을 이루며 경북고등학교 동편의 두리봉(해발 216.5m)에서 북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9년 4월 21일부터 1995년 5월 12일까지 발굴 조사한 바에 의하

면 부정형 수혈 유구 5기, 건물지 1기, 집석유구 2기,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분청사기 4점을 비롯한 다수의 자기편과 토기편 및 슬래

그가 수습되었다. 

· 대구 상동 89-2 유적 

이 유적은 수성구 상동 89-2 일대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수성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의 건립사업 부지에

서 드러난 이 유적은 대구시의 동남쪽 신천동안에 위치하며, 경상북

도 문화재연구원이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7월 13일까지 두 

차례의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

지 시대적으로 다양한 유물 유적들이 나와 연구 가치가 높게 평가되

고 있다. 

발굴된 유적 유물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0동, 수혈 유구 4기, 

구상 유구 2기, 주혈 2기가 확인 되었고, 삼국통일시대의 주거지 9동, 

수혈 유구 1기, 우물 2기가 확인되었다. 또 고려-조선시대의 주거지 1

동, 수혈 유구 63기, 노지, 적심,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근

대로 추정되는 우물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구순각목, 중구

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선착, 발형토기, 방추차 등 토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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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점, 옥석류 23점, 금속류 26점 등 총 402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상동 162-12 유적 

이 유적은 상동 162-12 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이다. 이 곳은 

신천범람원으로 현재는 신천 동편의 대구한의대 병원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통

일신라시대 유물 1기, 주혈 1기, 조선시대 건물지 1기가 조사 되었다. 

유물은 무문 토기, 반월형 석도, 대부완편, 청동유물 2점, 와편, 자기

편 등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상동 723 유적 

상동 723 일대의 청동기시대 생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서쪽 수성못 

가장자리에서 약 50m 떨어진 현 유희시설 수성랜드 부지 내에 있다. 

법이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북서면 산기슭에 해당되는 곳

이다.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

지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 구(溝) 3기, 수혈 7기, 조선시대 구 1기, 주

혈 17개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구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 10점과 

무문토기 저부편, 홍도편이 수습되었다. 

· 대구 파동 바위그늘(岩蔭)유적 

이 유적은 수성구 파동 산112지역에 있는 구석기시대 후기이후의 

주거 흔적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유적은 신천의 중상류 지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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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양쪽에 법이산과 산성산이 솟아있어 신천을 따라 긴 협곡을 형성하

는 중간 지점의 서편에 위치한다. 바위그늘 유적이 있는 곳은 산성산

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중간 쯤의 동쪽 사면으로 신천과 닿아 있는 경

사도가 비교적 높은 기슭에 있고 이를 마주하여 신천을 건너면 좁게나

마 선상지가 발달해 파동 지역을 만들고 있다. 바위그늘 주거 유적은 

대부분 강가나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파동 바위그

늘도 그와 유사한 지형이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발굴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이 유적은 신천변에서 약 30m 떨어진 냇가에서 산

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위치해있고 이 바위그늘 뒤는 산성산 능선을 

오르는 가파른 경사면이다. 이 그늘 바위의 바로 앞에는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5m 정도 규모의 낙반암이 가로 놓

▷ 파동 바위그늘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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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다. 

이 바위그늘의 크기는 가로 8.5m, 높이 3m 정도이며 화강암으로 되

어 있다. 형태를 보면 그 폭은 앞쪽이 좁고 뒤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평면사다리꼴의 바위덩어리다. 이 바위 유적의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앞면은 비교적 평평하나 옆에서 보았을 때는 위쪽이 아래쪽 보다 

약 2m 돌출해 있고 30도 가량 전면으로 기울어져 있어 나무를 이용하

면 충분히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고 있다. 이 바위그늘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유사한 형태

를 갖춘 청도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이 “ㄱ”자 모양을 한 형태라면 이 

곳 유적은 바위의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높이도 3∼4m정도로 오진리 유적 보다 낮다.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편, 갈돌, 끌개, 박편 등과 삼국시대 토기편, 고려 조

선시대의 자기편 등 16점이 발굴되었다.

이 바위그늘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 4개층에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

데 그중 가장 아래층인 4층의 구석기시대로 편년되는 토층에서  강돌

이 인공적으로 깨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를 구석기 유물로 단정하

지는 못했다. 그 때까지 대구에선 신석기유물도 발굴되지 않았았기 때

문에 이를 뛰어넘는 시대의 유물로 추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후 대구와 주변지역에서 신석기유물이 출토된데 이어 대구 월성동에

서 구석기유물이 발굴되면서 이 바위그늘의 유물들이 구석기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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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두산동 498-2 유적 

수성구 두산동 498-2 지역에 남아있는 청동기시대의 주거 유적이

다. 수성못 북편에 있는 두산로 확장공사 당시 발굴된 유적인데 이 유

적의 북쪽은 두산로와 접해 있고 남쪽은 수성못 뚝에서 이어지는 곳이

다. 이 유적의 북편 도로 건너편에는 많은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이 

곳에서 서쪽으로 약 1㎞ 떨어진 지점에 신천이 흐르고 있다. 신천과 

유적 사이에는 수목원 유기장, 모래 야적장 등이 있으나 과거에는 신

천의 선상지로 논밭으로 이용되었고 이 곳에서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 유적이 발굴된 바 있어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에는 

주거지로 이용된 생활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지역

의 발굴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수혈 유구 3기, 구상 유구 

1기, 주혈 및 고려시대 도로 유구 등 6기의 생활 유구가 발굴 되었다. 

· 대구 사월동 296 유적 

수성구 사월동 296 외 13필지 지역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주거 유적

이다. 사월 마을 북쪽의 조그만 구릉에 위치한 사월교회 부지내에 있

다. 이 곳은 신매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충적평야의 한가운데에 남아

있는 구릉지이다. 신매천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있고 대구-

경산 25번 국도에서 북쪽으로 약 2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2003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발

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닥만 남아 있는 건물지 2동과 우물이 조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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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건물지와 주변에서 수습된 옹기편과 자기편으로 볼 때 조선후기

에 축조된 건물로 보인다. 

· 대구 사월동 400 유적 

이 유적은 사월동 400 지역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주거 유적이다. 

이 유적의 위치는 대구-경산 사이의 고산국도에 있는 사월교에서 대

구 방향으로 300m쯤 진행한 도로의 남쪽에 조성된 사월아파트 부지 

내에 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발굴 조사한 

바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삼국시대 구상 유구 2기가 남아 있

었고 유물은 고배편, 개편, 대부완편, 완편, 옹편, 호편, 파수, 토구, 토

제품 등의 토제유물과 상부에서 수습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석기가 확인 되었다. 

· 대구 신매동 164 유구 

신매동 164지역에 남아 있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걸쳐진 

생활 유구이다. 이 유적은 시지 지역에 남아 있는 생활 유적의 동쪽 외

곽에 해당된다. 유적의 위치는 시지3차 태양하이츠 아파트 내에 있고 

이 유적이 발굴된 것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 변경에 앞선 지표 조

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0년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발굴 조사 

한 바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동과 조선시대 수혈 4기, 주혈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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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가 확인 되었다. 출토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구순각목무문토기, 단

도 마연토기, 무문토기편과 조선시대의 호, 옹기, 자기 등 82점이 확

인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었다. 조선시

대 유구는 수혈 유구 4기 중 2기에서 아궁이 시설과 배연 시설이 확

인되어 주거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은 호, 옹기 등의 토

기류와 접시, 대접 등의 자기류가 나왔고 일부 기와편과 철기편이 출

토 되었다. 

· 대구 신매동 -시지지구 생활 유적(1) 

수성구 신매동 592일대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

기까지 생활 주거 유적이다. 이 유적에는 건물지와 도로유구, 우물지, 

수혈 유구, 공방지 등의 다양한 유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삼국

시대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복합 유적이란 점에서 특

히 그 의미가 크다. 

이 유적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시지지구택지개발사

업의 사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인데 당시 조사 구역을 4개 구역으

로 나누어 실시했고,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1994년 11월 24일부터 

1996년 5월 29일까지 시지지구 생활 유적 중 신매동 587-6 및 602-1 

일대 면적 13,528평에 대한 발굴, 시굴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네 개 구역 중 1-3구역은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 4구역은 시굴 조사

만 이루어 졌다. 

1-4구역에서 확인된 것은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 기둥구멍, 유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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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상식건물지, 조선시대의 수혈 유구, 기둥구멍, 우물유구 등 다

양 했고, 유물로는 적색연질호, 적색연질옹, 토구, 토관편, 고배, 마형

토우 등 매우 다채로웠으며, 3구역에서 대규모의 구가 확인된 것은 특

기할만 하다. 

· 대구 시지동 유적(1) 

이 유적은 수성구 시지동 택지개발지구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신매동 602일대에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발굴한 결과 확인된 삼

국시대의 주거유적이다. 당초 이 유적은 택지개발을 위해 1992년 4

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영남대학교박물관이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

를 실시했으나 발굴 현장에서 아파트 시공업자들에 의한 유적 파괴 행

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긴

급 수습 조사를 목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조사단이 투입되어 

1994년 7월부 터 1995년 1월까지 다시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혈 유구 5기, 노지 3기, 우물지 4기, 소토퇴적구간 10개소, 도로 유

구 2기, 구 4기, 기타 석열 유구 등을 확인했다. 

유물은 우물지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파편 상태로 드러났

다. 토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철기와 석기, 토제품 등이었다. 토

기는 굽다리긴목항아리편, 굽다리접시편, 경질제아가리편, 짧은 목항

아리 편, 손잡이 달린 바리편, 인화문 토기 등이 출토 되었고 철기류

는 철겸, 철촉, 철부, 도자, 꺽쇠, 소찰편 등이 출토 되었다. 토제품은 

유구 안팎 에서 모두 28점이 출토 되었는데 이 가운데 토우가 16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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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고, 방추차 4점, 토령 5점, 원판형토제품 2점, 마형토우 2

점 등이다. 

· 대구 시지동 유적(2) 

수성구 신매동601 일대에서 발굴된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시

지동 공동주택지구내에 있는 이 유적은 대구 신매동 시지지구 생활 유

적(1)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1992년 12월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발굴을 시작하였으나 시공업체들의 고의적 유적 파괴 행위

로 많은 물의와 마찰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영남대박물관이 발굴을 거

부하고 결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3년 12월 13일부터 1994년 10

월 12일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지구에서는 수혈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고 서남쪽 모서리 잔존 지역에서 소수의 수혈과 주혈

이 발견 되었으나 파괴가 심각했다. 

출토 유물로는 희청색 경질 굽다리 접시, 접시편과 뚜껑편, 기타 회청

색 경질토기편 등과 적갈색 연질 토기편, 연회색 우각형 파수 등 삼국

시대 토기편 다수가 있다. 2지구에서는 거의 전 지역이 파괴되어 유일

하게 굴립주의 구멍으로 추정되는 3~4개의 구멍이 정형성을 띠고 발견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유구가 없었다. 현상태로 본다면 이 구멍

은 남북 2칸, 동서 3칸 이상 되는 지상 가옥의 기둥 구멍으로 추정될 뿐

이다. 유물은 1지구와 마찬가지로 회색 계통의 경질토기편 다수와 적

갈색 연질토기편, 백황색 연질 우각형 파수 등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

토 되었다. 3지구에는 구상 유구 1곳과 뻘층 1곳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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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매동 시지지구 생활 유적(2) 

시지동 유적(1)과 같은 번지의 삼국시대 주거 유적으로 유적(1)의 발

굴 조사 당시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5년의 시지택지개발사업지구 

1차발굴조사지역 중 3지구에 해당하는 것과 2차고분군발굴조사지역 

중 생활유구 부분에 대한 것을 묶은 것이다. 1994년 11월 24일부터 

1996년 5월 29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

거지, 삼국시대 수혈유구, 우물유구, 대규모의 구, 소규모 웅덩이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고배, 개, 송풍관편, 토구 등

과 같은 연질 도질 토기편들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신매동 시지지구 생활 유적(3) 

이 유적은 수성구 신매동 602-1 일대의 삼국시대 주거 유적이다. 이 

유적은 현재 시지고등학교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4월 15일까지 발굴 조사했다. 그 결과 수

혈 유구, 구, 우물, 기둥구멍 등의 유구가 나왔다. 이들 중 수혈 유구의 

일부는 남방식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양호한 상태의 도로 유구가 발견되어 도로 축조 

방법 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출토 유물로는 청동기시대의 주

거지에서 나온 홍도를 비롯, 삼국시대 토기와 철기가 대부분이며 이밖

에도 토관, 어망추, 숫돌, 기와류 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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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매동 시지지구 생활 유적(4) 

역시 신매동 602-1 일대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약 7년간 발

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까

지 이어지는 유적지다. 이 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주거지, 

삼국시대의 생활 유구와 고분, 조선시대의 수혈 유구와 우물 등이 발

굴 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의 유적이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중심 되는 유적으로 간주된다. 

시대별 성격별로 유물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생활 유구로는 수혈 

유구, 고상식 건물지, 우물, 도로, 소형연못, 구 등이 드러났고, 주변에

는 생활 유적과 성곽 유적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약300기 조사됐

는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정형성을 가진 

것이었다. 정형성을 갖춘 평면 형태는 방형이거나 원형인 경우가 많았

는데 면적은 6~12㎡정도이다. 

이러한 유구의 내부에는 규칙적인 기둥 구멍의 배치, 부뚜막의 설치, 

바닥면의 정지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이용되었을 가

능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부정형 유구는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상식 건물지는 18기 정도 확인

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고 정면 2~3칸, 측면 2칸이 대부

분이다. 이러한 건물지는 여러 동씩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았

는데 용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주거용, 창고용, 초소용 등

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 유구는 시지취락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구 중에서 가장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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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용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유구다. 이 우물 유

적은 약 30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모두 돌로 만든 석조 유구로 되어 있

다. 우물의 단면 형태는 원형이거나 타원형이며, 위가 넓고 아래가 좁

은 모양을 하고 있다. 크기는 지름이 70~90cm, 깊이는 2~3m가 대부

분이다. 

소형 연못지는 이 지역에서 3기가 확인 되었는데 구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공통적 특징은 없다. 이 연못의 기능이나 용도는 농경지의 관

개를 위한 관개지거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만든 군용지, 궁원이나 사

원, 또는 저택의 관상지, 일반 생활용수나 작업 공정에 필요한 용수 공

급지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 용도로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도로 유구는 모두 7개소에서 확인되었는데 만든 공정은 생토면을 약

간 깎아 정지를 한 다음 그 위에 냇돌이나 자갈돌을 깔아서 만들었으

며, 표면에는 마차의 바퀴자국과 유사한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도로 시설을 통하여 고대의 운반 수단과 도로 축

조 방식, 주변의 다른 유적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그 

가치가 크다. 

· 대구 욱수동82 유적 

성암산과 안산 사이의 골짜기 입구의 망월지 동쪽에 인접한 욱수동 

82 일대 덕원중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이 골짜기 아래는 비교적 넓은 선상지가 발달해 있는데 이 유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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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주거 환경에 적합하다. 2001년 5월 14

일부터 2001년 6월 22일까지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이 지역에 대한 발

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와 삼

국시대의 구 3기, 수혈 유구 16기, 주거지 1기, 고상식 건물지 1동, 이

를 포함한 주혈 120기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총 160점으로 

고배, 개, 마형 토기, 호류 등 토기류가 대부분이고 방추차, 어망추 등 

토제품이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는 이형철기가 1점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100-1 유적 

성암산에서 발원하는 욱수천이 만든 선상지의 선단부에 해당하는 

수성구 욱수동 100-1일대의 삼국시대 생활 유적이다. 영남대학교 박

물관이 2002년 1월 9일부터 2002년 1월 18일까지 시굴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 유구 16기와 주혈 33기가 확인 되었다. 

· 대구 욱수동107-1 유적 

이 유적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구간 중 덕원고등학교 진입로 위를 

지나는 망월육교 구간인 욱수동107-1 일대의 삼국시대 주거 유적이

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발굴 조

사한 결과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 7기, 우물 1기, 주혈군 5개소, 야외노

지 1기 및 퇴적층 2개소, 그리고 시대미상의 배수로 1기 등 17기의 유

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에서는 연질옹, 연질호, 고배, 대부완, 완, 파수 등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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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45점과 용도불명의 철괴 1점이 출토 되었다. 우물에서는 개, 완, 

옹편, 호편 등 토기류 7점과 기와편 1점, 용도불명의 자루형모기 1점 

등이 나왔고, 주혈군에서는 고배편, 연질토기편 등 토기편 7점이 출토 

되었다. 퇴적층에서는 개, 고배편, 시루, 대부장경호, 연질완 등 토기

류 42점 과 석구 1점, 용도불명의 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토도류 103점, 철기류 3점, 목기류 1점 등 모두 108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115 유적 

이 유적은 덕원중고등학교에서 시지고등학교에 이르는 남북직선로 

구간인 욱수동 115 일대의 삼국시대 주거 유적이다. 성암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유수에 의해 만들어진 선상지의 중앙에 있는 유적으로 동쪽

으로는 욱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얕은 구

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등산로나 등하교길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는 포도밭 등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영남대

학교 박물관이 2002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4주식 또는 9주식 고상식건물지 6동, 부정형의 수혈 유구 22기, 길이 

약 18m 정도의 구 1기, 부정형의 주거지 3동, 우물 1기, 190여기의 주

혈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은 고배, 개, 장경호, 연질발, 컵형토기, 완, 파배 등의 토기

류가 거의 대부분이나 방추차, 구 등의 토제품과 철기도 몇 점 출토되

어 모두 98점이 수습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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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욱수동117 유구 

남쪽에 덕원고등학교 북쪽에는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과 경산을 

잇는 도로가 보이는 욱수동 117 일대에 남아 있던 삼국시대 생활 유적

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발굴 

조사 한 바로는 삼국시대 구상 유구 1기와 석열 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유물은 연질파수부호 등 토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 대구 욱수동118-1 유적 

시지아파트 단지와 접해 있는 욱수동118-1, 118-9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주거 유적이다. 당초 이 유적은 인접한 지역에서 이미 유적

들이 발굴 되었음에도 볼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 없이 터

파기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공사

를 중단 하고 발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이 같

은 사태가 발생하자 이 곳이 시지지구 생활 유적지와 연계되는 문화층

이 존재할 가능성을 들어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1995년 5월 26

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식 발굴을 한 결과 시지지구와 유사한 유적 유

물이 확인 되었다. 이 곳에서 부정형 수혈 유구, 주혈, 우물, 토기혈, 근

대적 석유구, 근대 배수로 유구 등이 확인 되었다.   

· 대구 욱수동 119, 120 유적 

이 유적은 욱수동 118-1 유적과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삼국시대 생

활 유적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2003년 8월 11일부터 9월 1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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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굴 조사한 결과 수혈 9기, 주혈 145개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주혈의 대부분은 일정한 간격이나 규모를 유지하지 않고 불규칙적으

로 배치되어 있으며 수혈도 대부분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출토 유물은 조사 지역 전체에서 무문토기의 저편부나 삼

국시대의 적갈색 혹은 회청색 토기가 채집 되었으나 층위가 교란된 것

이 대부분이었다. 유구 내의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은 방추차, 

고배편 등 8점의 토제품과 토기편이다. 

· 대구 욱수동 123 유적 

이 유적은 대구-경산 국도의 대구-경산 경계 지점 부근인 욱수동 

123일대에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3년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삼국시대의 구

상 유구 1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 되었고 유물은 고배, 개, 완, 단경

호, 옹 등의 토기류와 방추차, 토구 등 토제품, 도자, 가위 등 철기류

가 출토되었다. 

· 대구 욱수동 128 유적 

이 유적은 삼덕동-시지아파트단지 간의 도로 구간인 욱수동 128 

일 대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9년 4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와 삼

국시대 초기의 유구가 확인 되었다. 그 가운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

가 드러났고 이 중 한 주거지 내부에서 공여토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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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이 무문토기시대 전기부터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곳에는 삼국시대 초기의 옹관묘가 시지지구에서는 처음 출토되어 

다호리 46호묘와 비슷한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는 주거용이나 작업용 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욱수동130-3 유적 

이 유적은 시지지구 생활 유적의 남쪽 경계 지점인 욱수동 130-3 지

역에서 발굴된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 

결과 삼국시대 수혈 유구 2기와 우물 2기, 주혈군 2동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토기류 토제품 등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 133-3 유적 

이 유적은 대구-경산 간 월드컵로 구간의 덕원고 입구 네 거리 부근 

도로 남쪽 욱수동 133-3 지역 일대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의 생활 유

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발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 2기, 추정노지 2기 등 모두 

4기의 생활 유구가 확인 되었다. 

유물은 삼국시대 수혈 유구에서만 출토 되었고 주로 개편, 고배편, 

장경호편, 파수부토기편, 연질저부편 등이 나왔다. 또 지표에서는 고

배편, 연질의 구연부편, 파수부토기편, 저부편, 토구 등이 수습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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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욱수동 227-3 유적 

이 유적은 욱수천이 만든 선상지의 중앙에 해당하는 욱수동 227-3 

일대에 남아 있던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2002년 12월 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 5기, 구 1기 등 총 6기의 유구와 논을 확인하

였다. 유구 내부에서는 주로 소량의 연질 도질토기편이 출토 되었고, 

수혈 유구의 구체적 성격은 분명치 않다. 

· 대구 욱수동 232-1 유적 

이 유적은 욱수성당과 인근 소공원 사이의 욱수동 232-1, 223 일

대에 위치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5월 17일부터 2004년 5월 22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시굴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다량 포함된 퇴적층 1개소가 

확인 되었다. 

· 대구 욱수동287 유적 

이 유적은 과거 욱수들과 광월들에 건립된 시지아파트 단지내의 욱

수동287 지역에 위치하는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대학교 박

물관이 1992년 3월 15일부터 1995년 3월 15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

과 삼국시대의 도로, 집터, 건물지, 소토 등이 섞여 있는 크고 작은 수

혈 유구와 주혈, 우물, 연못 등 주로 생활과 관련된 유적들이 확인되었

다. 유물로는 수혈 유구에서 많은 양의 토기 조각들이 나왔는데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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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분에서 주로 나오는 토기들과는 달리 적색 연질 토기들이 많

았다. 또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와 자기들도 많이 나왔으나 철기는 아

주 적은 양이 출토 되었다. 이 유적은 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는 바람에 

모두 없어졌다. 

· 대구 욱수동 390-2 유적 

이 유적은 시지아파트 단지의 남쪽 경계 바깥인 욱수동390-2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지지구 고분군, 생활 유적, 욱수동 388 유적, 욱

수동 391-2 유적, 노변동 유적 등과 연결되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조

사한 욱수동 고분군, 생활 유적, 욱수동 367-1 유적, 덕원중고등학교 

부지 유적 등과 인접하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수혈 유구 3기와 고상식 건물지 4기, 주

혈군 1기 등 모두 8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토기류, 토제품, 철기류

가 출토 되었다. 이 유적의 주요 발굴 성과로는 고상식 건물의 배열이 

일정한 배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서쪽에 치우쳐 위치한 고상식 건물지군이 욱수동388 유적의 동

쪽 고상 식 건물지군과 연결되어 20m 정도 유지하고 일정한 너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남쪽으로는 욱수동391-2 유적의 가운데

서 확인된 30m 정도 너비의 고상식 건물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시

지생활 유적(4)의 서쪽에 치우쳐서 확인된 고상식 건물지군과 연결되

어 서쪽의 고분 군과 일정 간격을 띄워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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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식 건물지는 각 군마다 비슷한 주축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지의 성격은 규모나 평

면 형태, 위치나 배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창고 시설, 주거 시

설 등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그 주변에 일정한 독립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밀집 분포하면서 고분군과 이어지는 평지 주변에 일정

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상식 건물은 창고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물지에 사용된 주혈의 수와 크기는 그 창고가 각기 다른 용도로 사

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대구 욱수동 391-2 생활 유적 

욱수동 391-2에 남아있는 삼국시대 주거 유적으로 이 유적의 북쪽 

부분은 욱수동 388 유적과 욱수동 390-2 유적 및 시지지구 고분군에 

접해 있고 서쪽 부분은 대구 욱수동 367-1 유적과 근접해 있다. 영남

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4월 6일부터 2004년 5월 21일까지 발굴 조사

한 결과 유구는 삼국시대의 고상식 건물지 11동과 수혈 유구 3기, 주

혈군 등이 확인 되었다. 출토 유물은 삼국시대의 토제 유물 총 31점이 

나왔고 이밖에 수혈 유구 내부에서 고배편, 개편, 완편, 호편 등이 나

왔고 고상식 건물지 주혈내에서 개편, 대각편, 호편 등이 출토 되었다. 

상부 수습 유물로는 삼국시대의 토기편인 고배편, 호편 등이 나왔다. 

· 대구 욱수동 419 유적 

이 유적은 욱수골 초입인 욱수동 419, 망월지 남서부 불광사 경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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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학 복지관 안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

구원이 200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굴 조사한 결과 조선

시대의 구상 유구 2기, 수혈 유구 1기, 다수의 주혈이 확인 되었다. 유

물로는 자기편과 구편통보가 출토 되었다. 

· 대구 시지동 60-1 유적 

이 유적은 시지동 60-1에 있는 고산중학교의 신축 과정에서 형질변

경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의 생

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의 수혈주거지 2동, 집석 유구 6기, 구상 유

구 2기가 확인 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조선시대의 수혈 유

구 24기, 구상 유구 2기, 추정 건물지 1개소, 적심석 등 모두 39기가 

조사 되었다. 출토 유물은 토기류 및 조선시대의 생활자기류, 기와 등 

177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시지동 276-2 유적 

이 유적은 시지동 285 지석묘와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시지동 

276-2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앞서의 지석묘에서 발견된 구

와 계속 연결되는 또 하나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를 확인한 것이다. 

· 대구 시지동 279-1 유적 

이 유적은 시지동 285 지석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지동 279-1 

지점에서 확인된 ‘U’자형의 구이다. 이 구는 앞서의 지석묘와 ‘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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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감싸고 도는 형태로 노출 되었고 구안에서는 다수의 무문토기

편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이천동 280-1 유적 

이 유적은 두리봉(215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지 말

단부와 계곡(아랫재인골)에 위치하는 이천동 280-1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이다. 이 곳은 배내마을과 내지(內池)로 들어가는 소로와 연결되

어 있는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03년 12월 17일에서 2004년 1

월 17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과 고려, 조선시

대의 원형 수혈 유구 1기, 구상 유구 3기, 기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 대구 가천동 137-1 유적 

이 유적은 가천동 마을의 북단부인 가천동 137-1에 위치한 청동기

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대구-부산간 고

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이 구간에 대한 사전 조사 발굴 결과 확인된 것

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시대 미상의 구상 유구 1기가 조사 되

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 석기, 방추차 등 총8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가천동 381-4 유적 

이 유적은 가천동 마을의 남쪽 구릉의 북편 사면의 일부인 가천동 

381-4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생활 유적이다. 이 역시 영남문화재연구

원 이 2002년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이 구간의 사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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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시대 미상의 자연구 1기가 조사 

되었고 유물은 개, 호편, 파수, 옹편, 와편, 대접, 방추차, 어망추 등 22

점이 출토되었다. 

· 대구 매호동 979-4 유적 

이 유적은 수성구의 매호마을 일대인 매호동979-4에 위치한 삼국

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1월 17일부터 2

월 26일까지 발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자연

구 1기, 삼국시대 수혈 2기, 고상식 건물지 6기, 주혈군, 근대우물 1

기가 조사 되었다. 유물은 고배대각, 광구소호편, 파수부배, 소형연질

옹, 발형기대배신편, 연질호, 시루편, 방추차 등의 토제 유물이 총 73

점 출토되었다. 

· 대구 매호동 812-3 유적 

이 유적은 신매역 네거리 남동편 모서리인 매호동812-3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주거 유적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시지아파트 단지 

건설에 앞서 실시한 문화재조사에서 발굴된 일부이다. 여기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1동과 통일신라시대 우물 1기가 확인 되었고, 유물은 단

도마연토기, 무문토기편, 개편, 호편, 바가지편 등이 출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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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물산포지 

· 대구 범어동 유물산포지(1) 

이 지역은 범어네거리에서 동북편 400m 거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동편 독립구릉 남서편인 수성구 범어동 산 223-4 일대 조선시대의 유

물산포지이다. 여기서는 소량의 토기편과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 대구 범어동 유물산포지(2) 

이 유적지는 대구여고 남동편의 독립구릉지 북서 사면 일대인 범어

동376-3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유물로는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의 토기편과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 대구 만촌동 유물산포지 

이 유적은 아양교부터 남동쪽으로 금호강변을 따라 파크 호텔 북쪽 

강변까지 이어지는 수성구 만촌동과 동구 효목동 일대의 삼국시대 유

물 이 흩어져 있는 곳이다. 이 유물산포지는 공원 정비 사업으로 개발

되어 공원화한 곳으로 금호강변 제방을 따라 형성된 범람원과 야트막

한 능선이 이어지는 지형이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기편 및 조선시

대 사기편이 확인되었다. 

· 대구 파동 유물산포지 

수성구 범물동에서 달서구 상인동까지 대구 4차순환도로 신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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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해당하는 수성구 파동 278-1 일대인 용두골, 대구수목원, 파동묘

포장, 신천대로와 신천, 파동 주택가, 법이산의 서편사면 등지에 산포

된 조선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5년 6월 29

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표 조사를 한 결과 법이산 절토지 부분에서 조

선시대 자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 대구 두산동 유물산포지 

수성못 동편 야산 일대인 두산동270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유

물산포지이다. 현재 이 곳은 은행나무가 밀식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으

로 개발 되었는데 여기서는 소량의 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 대구 지산동 유물산포지 

이 유적지는 대구 4차순환도로 신설구간내의 범물터널이 끝나는 부

분부터 범물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해당되는 수성구 지산동 산 125-

1 일대의 조선시대 유물산포지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확인 되었다. 

· 대구 고모동 유물산포지(1) 

이 유적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통과 노선의 직접 범위에 포함되는 팔

현마을 동쪽 고모들과 애기들이 펼쳐진 고모동 산14 일대에 흩어져 

있는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이 일대의 경작지 지표에서 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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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걸진 구연부편, 대각편, 타날문호편 등이 수습

된 점을 미루어 보아 주변의 고분군과 관련된 생활 유적의 분포 가능

성을 보여 준다. 

· 대구 고모동 유물산포지(2) 

고모마을 남쪽 구릉지인 고모동 360일대에 분포한 삼국시대 유물산

포지이다. 이 구릉지는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는데 여기서 많은 무문

토기, 와질토기 등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 유적지는 입

지로 보아 이른 시기에는 가까운 금호강을 주생활원으로 한 주거 유

적이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삼국시대에는 묘지로 이용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 대구 가천동 유물산포지(1) 

이 유적은 가천마을의 북쪽에 있는 나지막한 능선 사면부인 가천동 

80-5 일대에 분포된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여기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금호강가에는 고모동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

으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는 가천동 유물산포지(2)가 위치한다. 구

릉지 전체에 걸쳐 삼국시대의 토기들이 흩어져 있다. 

· 대구 가천동 유물산포지(2) 

이 유적은 가천동 유물산포지(1)와 같이 시지동, 매호동, 고모동에 

걸쳐서 금호강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의 남쪽과 서쪽 사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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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동 645-3 일대에 흩어져 있는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유적

이 있는 사면은 해발 55~70m이고 이 곳에서 삼국시대의 토기가 수습

되었다. 

· 대구 가천동 유물산포지(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의해 구릉의 서편 말단부가 잘려진 가천동 

산 11-1 일대의 삼국시대 유물산포지이다. 유물은 이 구릉지 북편 경

작지에서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었고, 구릉의 서편에서 삼국시대 유구

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는 아직도 고분군이 있을 가

능성 이크다. 

· 대구 가천동 유물산포지(4) 

이 유적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노선의 대구 시점에서 부산 방향으

로 약 24.8㎞ 지점인 가천동 1803-3 일대의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이다. 해발 76.1m의 구릉과 접하는 지점을 시작으로 동쪽

의 고모화물기지와 금호강둑 사이에 위치하는 이 유적지에는 철도공

사에 의해 약 50cm 깊이로 파인 도랑의 절개면에서 청동기시대의 무

문토기편, 단도마연토기편과 삼국시대의 고배편, 각종 연질토기류 등

이 발견되었다. 지표 채집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및 삼국시대의 생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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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분 

· 대구 만촌동 청동기 유적 

이 유적은 금호강의 아양교 상류 쪽으로 500m 떨어진 동촌유원지 

내의 수성구 만촌동 산5 일대의 초기철기시대의 선사고분으로 여기에

서 선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구릉과 구릉 사이의 넓은 침식곡의 완

만한 경사면에 위치한 이 분묘는 1966년 유원지 이용객이 급증하자 

대구시가 이 곳에 진입로와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

장 서쪽의 경사면에 있던 이 분묘를 발굴,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출토 유물은 세형동검 3점, 중광형동과 1점, 검파두부장식구, 칼코

부속구 등인데 매장 상태는 아래에 세형동검 3점을 쌓고 그 위에 동과

를 포개어 놓았다. 

· 대구 만촌동 고분군 

이 유적은 금호강과 남쪽으로 접하면서 북으로 뻗은 해발 95.9m의 

낮은 능선인 수성구 만촌동 산 161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유적의 남쪽은 경부선 철로가 복선화공사 당시 터널공사 과

정의 굴착 등으로 능선의 절반 이상이 절개된 상태다. 인근 농경지 관

개 목적의 팔현지를 기준으로 서편의 완만한 사면과 당딩이골에서 삼

국시대의 대호편, 부가구연호편, 고배개편, 평행타날문옹편, 연질옹

편,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개편 등이 수습되었고, 채집유물군과 지형

적 여건으로 보아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기까지의 고분군이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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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대구 중동 지석묘 

이 지석묘는 광명 프레지던트 아파트와 남쪽으로 40m 떨어진 골목 

어귀인 중동 400-1에 위치하는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1983년 

조사에서는 남북으로 2기가 있었으나 1990초에는 1기만 남아 있었

다. 1995년에는 건재상이 들어서면서 상석을 없애버린 것이다. 1983

년 조사에 의하면 재질은 화산암이며, 크기는 각각 길이 153×217cm, 

너비 120×30cm, 높이 35×52cm이다. 

· 대구 수성구 상동 지석묘(1) 

신천을 따라 남북으로 흩어

져 있는 지석묘 가운데 남아

있는 청동기시대 선사분묘 4

기이다. 수성들과 법이산이 

접하는 지역으로 수성못 서쪽 

제방에 인접한 상동 501에 위

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석

묘 상석 4기 외에 지석묘의 하부구조 48기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 3기 등 모두 41기의 석곽 유구가 확인 되었다. 유물은 

석검 2점과 석촉 51점, 토제어망추 1점 등이 출토 되었다. 

지석묘 상석은 유적의 이전 복원이나 현장 복원, 공원 조성 등에 대

▷ 상동 지석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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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현재 수성유원지 서편 주차장의 서쪽 모퉁이에 모아둔 상태다. 

지석묘 상석 4기의 규모는 길이 205~284cm, 폭 101~150cm, 높이 

30~170cm이다. 

· 대구 상동 지석묘(2) 

이 유적은 상동 지석묘(1)에서 북쪽으로 약 1㎞ 떨어진 수성들 가운

데에 해당하는 상동 29에 위치하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여기에 지석묘 상석으로 보이는 암괴가 남아 있었는데 조사 결과 유구

는 확인되 지 않았다. 발굴 조사 후 상석 5기는 정화여고 앞 도로변 식

물원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두류공원 지역에 있는 대구시 문화예술회

관 안에 이전해 관리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20~370cm, 너

비 130~273cm, 높이 40~195cm이다. 

· 대구 파동 고분군 

이 유적은 법이산 서쪽 산기슭이 신천과 접하는 완만한 경사면에 해

당하는 수성구 파동 산 1-1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이다. 대부분의 봉분

이 유실되었으나 주변에 1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고

분 역시 주민들에 의해 많이 훼손 되었다. 

· 파동 고분군 

고분의 규모는 길이가 3~5m 내외, 높이는 30~90cm 정도이며, 대

형분은 길이가 10~15m 내외, 높이 50~140cm 정도로 동쪽 사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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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형분의 훼손이 특히 심하다. 

· 대구 파동 5-1 유적 

역시 법이산 서쪽 구릉의 말단부인 파동 5-1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

대의 고분이다. 이 고분은 1997년 6월말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47번

지에 사는 김수분씨가 폭우로 무너진 밭둑을 수리하던 중 사이부호(四

耳附壺)등 7점의 토기를 발견하여 신고함에 따라 발굴 조사하면서 드러

난 고분이다. 이 조사를 맡은 국립대구박물관은 1997년 7월 2일부터 

7월 6일 까지 총 2기의 분묘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분묘는 완만한 경

사면에 조성 되었기 때문에 경작지 개간과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대부

분 파괴되었고 북단벽과 양장벽 일부만 남아 있었다. 

1호분 석곽은 자연석과 청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현재 북단벽과 동

장벽은 1단, 서장벽은 5단 정도 남아 있다. 2호분은 1호분에서 북쪽

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장방형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은 

계단식으로 경작되고 있는 밭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서쪽은 계단식

의 단이 만들어져 있다. 완만한 경사면에 조성 되었으나 상부의 훼손

으로 개석으로 보이는 장대석 1매가 발견되었을 뿐 석곽상부에는 개

석이 덮여 있지 않았다.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사이부호 등이 

출토 되었다. 

· 대구 파동 지석묘 

대구-청도간 도로에서 수성못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남쪽 파동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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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 청동기시대 선사분묘이다. 1기의 선사분묘가 밭에 남아 있었

는데 1983년 ‘수성관’이란 건물이 들어서면서 분묘는 파괴되고 현재

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1983년 조사에서 길이 260cm, 넓이 

195cm, 높이 205cm 크기로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돌의 재질은 현무

암계이며 지석으로 짐작되는 천석이 노출되어 있다. 

· 대구 두산동 고분군(1) 

이 유적은 법이산에서 북쪽 산록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에 위치

하고 있는 해발97m의 두산(斗山) 또는 동기산(洞基山)이라 불리는 ‘T’

자형의 낮은 산인 두산동 산 621 일대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군

이다. 고분군은 이 산의 북쪽, 동쪽 사면과 능선 정상부의 평탄면, 남

쪽 사면의 자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고분들은 대부분 도굴 되었고, 자연적 유실에 의해 봉분이 깎인 채 

석곽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조사된 고분수는 모두 72

기이다. 그러나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고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

로 추정된다. 

· 대구 두산동 고분군(2) 

1997년 6월 수성구청이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문화재

지키기 시민모임’의 회원인 김계숙씨에 의해 고분 유적이 파괴되는 현

장이 목격 되었다. 양도영 조사위원이 공사 현장을 답사, 두산의 북쪽 

자락인 두산동 612-1 일대에 삼국시대의 고분인 석곽묘 여러 기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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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긴급 수습 발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구박물

관이 1997년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노출된 

유구에서 천석이나 판속을 사용한 3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적석 유구 3개소가 조사 되었다. 폭포 조성 공사에 따른 발굴 

조사였던 만큼 발굴된 유구는 많지 않았다. 유물은 석곽의 양쪽 단벽 

부분에서 주로 출토 되었는데 토기류는 대부장경호, 원저단경호, 유개 

고배, 무개고배, 삼이부호, 방추차 등이다. 또한 장신구로는 금제이식 

1쌍, 철기류로는 철도자, 철모, 철제교구, 꺽쇠 등이 출토되었다. 

· 대구 두산동 청동기 유적 

현재는 지산동 1065-51이나 발견 당시에는 두산동 1392번지여서 

두산동 청동기 유적이라 부르는 초기 철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이 곳

은 지금은 주택지로 변했으나 원래는 수성못 동쪽의 낮은 구릉 지대

였다. 

이 고분은 1975년 이 곳에 살았던 최명덕 씨의 아들이 대문을 고치

던 중 세형동검과 동경, 철정을 발견하면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발굴

된 쇠는 발견자가 고물상에 넘겼다는 것인데 유적의 성격은 정확히 밝

혀지지 않았으나 동검과 철기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아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구릉지 주변에는 지석묘와 고분

이 분포하고 있어 이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생활집단지역이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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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검은 길이가 32.9cm로 끝부분은 길고 가운데의 능은 몸체까지 

내려와 있다. 절대와 마디 사이는 완만하게 휘어져 있고 양날은 평행

하나 손상이 심하다. 거울은 청동검보다 늦은 시기의 것인데 청동검이 

오랫 동안 전해져 오다가 같이 묻힌 것으로 짐작된다. 거울의 지름은 

7.2cm이고 뒷면에는 포도 무늬와 동물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 대구 사월동 지석묘(1) 

이 유적은 사월동 북쪽 밭에 조성된 조선조 훈련원판관 김여원(金汝

瑗)과 부인 해주 오씨묘 주변인 사월동 272-3에 남아 있는 6기의 청동

기시대 선사분묘이다. 이 곳은 성암산이 금호강 쪽으로 뻗어 내리는 

낮은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지석묘는 1-5호와 6호 사이에 

삼육외국어학원이 들어서서 양분된 상태이다. 지석묘 상석은 재질이 

현무암이며 형태는 방형, 장방형, 오각형 등 여러가지이다. 상석의 크

기는 길이 153~220cm, 너비 120~170cm, 높이 25~70cm 정도이다. 

· 대구 신매동 156-510 유적 

이 유적은 현 시지아파트 부지내인 신매동 156-510에 위치하는 삼국

시대의 고분으로 시지지구 생활유적과 복합된 대규모 유적이다. 이 유

적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욱수동 고분군과 영남문화재연구원

이 조사한 노변동 고분군과 연접해 있다. 1996년 7월 25일부터 1997 

년 5월 20일까지 시지지구 고분군에 대한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 195기, 횡구식 석실 13기, 횡혈식 석실 29기, 옹관묘 13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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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25기 등 총 275기가 확인 되었고, 대부장경호, 부가구연장경호, 

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겸, 철촉, 철탁, 유자이기 등의 철기류, 금동관

편과 금동제이식 등의 장신구류 등 4,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 고분군(1) 

이 유적지는 제일합섬의 서편 구릉지인 욱수동 산 4, 5-3, 5-4, 48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이다. 이 고분군은 성암산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말단부로 해발 90m의 언덕에 자리잡고 있고, 이 고

분군의 동남쪽은 건천지와 접해 있으며, 서쪽은 욱수천이 흐르고 있

다. 이 구릉에는 약 20기의 고분이 남아 있으나 도굴과 경작으로 거의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고분은 세장방형으로 수혈식 석곽묘인데 규모는 길이 2m, 폭 80cm, 

높이 70cm 정도이다. 석곽은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5~6단 정도 쌓

아 올렸으며 계석은 화강암계의 판석을 사용했다. 구릉의 서편은 경

작지로 고분의 형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공장을 짓기 위해 터고르기

를 하면서 이 또한 완전히 파괴 되었다. 유적과 남서편으로 접하고 있

는 지역은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8~2001년에 걸쳐 발굴 조사한 대

구 욱수동, 경산 옥산동 유적이 위치한다. 

· 대구 욱수동 고분군(2) 

이 유적은 욱수동 고분군(1)의 능선 정상에서 동사면과 남쪽 아래 평

지인 욱수동 367-1, 393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이다. 이 고분은 시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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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발사업 당시인 1992~1995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유적 발

굴조사에서 확인된 것인데, 이 때 570여 기의 분묘가 발굴 되었다. 또 

1994~1995년에는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능선의 동사면 아래쪽 대부분

을 조사해 900여 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 대구 욱수동 134 유적 

이 유적은 시지지구 생활 유적의 분포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 생활유

적의 남쪽 경계 바깥인 욱수동 134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선사고분이다.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삼국시대 수

혈 유구 4기, 조선시대 수혈 유구 1기, 시대 미상의 유물 3기 등이 확

인 되었으며,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 마제석검, 삼국시대의 

고배편, 대호편, 파수, 토구, 방추차, 토제품, 기와 등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 364-3 유적 

이 유적은 월드컵로 사직단 삼거리 부근의 도로 남쪽에 근접한 욱수

동 364-3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9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석

곽묘 1기와 석실묘 3기, 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토제 유물 

73점, 금속유물 30점 등 총 103점의 유물이 출토 되었다. 

· 대구 욱수동 388 유적 

이 유적은 시지택지지구의 남쪽 경계 바깥인 욱수동 386, 388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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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이다. 이 고분은 시지지구 고분군과 생활 유

적, 욱수동 391-2 유적, 욱수동 390-2 유적, 노변동 유적, 영남대학

교 박물관이 조사한 욱수동 고분군과 생활 유적, 욱수동 367-1 유적

과 모두 연접해 위치하고 있어 발굴 조사만 따로 따로 이루어졌을 뿐 

사실상 동일 유적지이다. 

발굴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유구 3기와 고상식 건물지, 주혈군 등 

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발굴 조사에서 유적 내 유구의 성격 및 취락

내 배치에 따른 공간 분할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를 올렸다. 즉 유적의 중앙부를 동서 방향으로 나누어보면 동쪽 부분

은 고상식 건물이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2열로 배

치되어 있고, 그 고상식 건물 사이의 공간에 수혈 유구가 조성되어 있

었다. 또 반대편인 서쪽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형이 동쪽에서 서

쪽으로 가면서 완만히 올라가다가 노변동 유적이 위치한 구릉으로 이

어졌다. 이 일대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노변동 고분군

으로 이들 고분군이 시작되는 경계를 찾게 한 계기가 되었다. 고분군

이 시작되는 지점과 고상식 건물이 끝나는 지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상식 건물군이 위치한 생활 영역과 고분

이 시작되는 사자의 영역과의 구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구 시지동 석관묘 

이 석관묘는 시지동 산 4 일대인 선명학교가 위치하는 동서로 돌출

된 야산 바로 아래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이 유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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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선명학교 학생이 야산을 개간하다가 마제석검을 수습하여 대

구시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유적이다. 

석관묘는 산의 서쪽 끝 지점에 동서 방향으로 청석암반을 파고 평

평한 판석을 세워 만든 것인데 크기는 길이 170cm, 너비 50cm, 깊

이 35cm였고 바닥의 판석위에 마제석검이 놓여 있었다. 크기는 길이 

28.5cm, 너비 4cm이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대구 시지동 고분군 

이 고분은 대구-경산간 도로변에 있는 고산초등학교 뒷산 시지동 

17 일대인 해발 80m 정도의 야산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유적

이다. 경사면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데 10여 기가 확인되고 있으나 현

재는 주변 주민들의 등산, 경작 등으로 유구의 파괴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고분은 개석을 갖춘 소형석곽묘들로 냇돌과 할석으로 만들었

다. 부근 곳곳에 삼국시대의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 대구 시지동 지석묘(1) 

시지동 285 일대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발굴 조

사 결과 석관묘 13기와 석곽묘 2기가 확인 되었다. 

· 대구 시지동 지석묘(2) 

시지동 지석묘(1)의 서쪽 200m 지점인 시지동 285 일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발굴 조사 결과 석곽 2기와 석관 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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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 대구 대흥동 고분군 

대흥동 서지장로교회 서쪽인 수성구 대흥동 산 203, 산 26-2, 산 46, 

504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경작을 위해 절개한 단애면

에서 수혈식 석곽묘의 벽석 구조로 추정되는 할석들이 일부 노출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편 1점이 출토 되었다. 

이 분묘군은 대구스타디움내에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200여 기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위해 경기장을 건

설할 당시 사전 조사를 위해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7년 11월 25일

부터 1998년 2월 27일까지 발굴한 결과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212기

와 골호 4기, 용도 미상의 수혈 유구 2기가 확인 되었다. 출토 유물로

는 자기류, 질그릇, 청동수저와 청동합, 관정을 비롯한 철기류, 옥류 

등 500여 점이 수습되었다. 시굴조사 당시에는 무문토기, 석기 등이 

수습되었는데 이에 따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 대구 삼덕동 고분군 

수성구 삼덕동 196-2, 산 200 일대의 야산에서 영남매장문화재연

구원이 대구스타디움 부지내의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삼국시대의 고

분군이다. 유구내에는 토기편들이 수습된 바 있으나 주변일대의 야산 

지역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잡목 등이 우거

져 더 이상의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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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연호동 고분군 

수성구 연호동 산 8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고분군이다. 

이들 분묘는 대구시 종합건설본부가 삼덕동-시지택지간 도로건설공

사 구간에 대한 지표 조사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인데 조선시대 토

광 목관묘 29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이 분묘에서 분청사기와 청동제

품, 관, 정 등 108점이 수습 되었다. 

· 대구 연호동 가선대부 양공지묘(嘉善大夫梁公之墓)

방무산 남쪽 사면인 수성구 이천동 산 34-1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가

선대부 양정운의 묘소이다. 이 분묘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으나 비문은 

마멸이 심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이 남원 출생임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비신은 높이 92cm, 가로 42cm, 두께 14cm이다. 

· 대구 고모동 고분군(1) 

이 유적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노선의 시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22.5㎞ 떨어진 팔현마을 북쪽 해발 103.7m 야산의 남쪽사면 일대인 

수성구 고모동 산 11에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유물은 주로 

팔현마을 북편 사면의 완만한 지역에서 주로 출토 되었는데 삼국시대

의 고배구연 및 대각편, 개부의 꼭지편, 삼각집선문 및 파상문호편 등

이 폭 넓게 흩어져 있었다. 현재까지 지표상에는 특별한 유구의 흔적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채집 유물과 구릉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더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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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모동 고분군(2) 

이 유적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노선의 시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22.7㎞ 떨어진 지점인 해발 80.3m의 야산 동쪽 사면과 흰등골에 걸

쳐 있는 고모동 산 57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이 일대는 외가리

가 집단 서식하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지표관측이 불가

능할 만큼 잡목과 잡초, 칡넝쿨 등이 우거져 있다. 유물은 소로와 접

한 능선의 말단부에 조성된 민묘 주변에서 삼국시대의 고배구연부편, 

파상문호편, 대각편과 각종 연질편이 발견되었으며, 채집 유물의 성

격과 지형이 구릉지임을 감안하면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 대구 고모동 고분군(3) 

이 유적은 고모마을 북쪽의 해발 58m의 독립구릉과 구릉에서 이어

지는 안골들 지역인 고모동 394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이 일대

의 지형은 경부선 고모역 공사로 인해 양분된 상태이며 조사 결과 구

릉의 정상부와 서쪽 사면에 지름 1m 안팎의 도굴한 구멍이 확인 되었

다. 유적 내에서는 삼국시대 대각편, 고배구연편, 평행타날문옹편, 호

편 등을 비롯 통일신라시대의 대호편과 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과 구릉지의 지형 조건으로 보아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

지 걸친 고분군과 생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구릉의 정상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이팝나무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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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가천동 160-1 유적 

이 유적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에 속하는 가천동 마을 북

쪽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발굴 조사한 결과 삼국 시대 석곽묘 27기, 고려시대 건물지 3

동이 확인 되었으며, 유물은 고배, 유개고배, 호편, 철도자, 철겸, 철

촉, 대접, 청동불상, 자기편 등 376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가천동 산 11-1 유적 

이 유적은 가천동 마을의 남쪽 사면인 가천동 산 11-1 일대에 분포

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발굴 조

사한 결과 삼국시대의 목곽묘 24기, 석곽묘 4기, 조선시대 수혈 유구 

3기가 확인 되었다.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호, 단경호, 장경호, 광구소

호, 유자이기, 철촉, 철겸, 곡옥 등 166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가천동 541-2 유적 

이 유적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에 속하는 가천동 541-2 일

대에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발굴조

사한 결과 초기 삼국시대 목곽묘 4기와 삼국시대 석곽묘 4기, 조선시

대분묘 43기, 주거지 3기, 보시설, 노시설, 구상 유구가 드러났다. 유

물은 유개고배,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양뉴부호, 옹편, 호편 등이 출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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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가천동 고분군(1) 

고모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낮은 구릉지인 가천동 산 

18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이 구릉은 시지동의 북쪽

에 솟은 해발 약 130m의 야산 서북 능선으로 산(山)자모양의 능선중 

가장 남쪽 능선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조사 때에는 주변에 토

기편과 함께 3~4기의 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분은 깎여져 직경 

3m, 높이 1m 내외였고, 주변에 냇돌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곳

은 경작지로 개간되는 바람에 고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소량

의 토기편만 수습되었다. 대구 문화유적 가운데 아무 흔적도 없이 사

라진 경우의 하나다. 

· 대구 가천동 고분군(2) 

이 유적은 대구선 철도 이설 구간 가운데 동대구-청천 구간에 해당

하는 지역의 가천동 118, 119, 129, 130 일대에 분포된 삼국시대와 조

선시대의 고분군이다. 고분군은 가천동 마을의 동쪽 능선 말단부와 북

쪽 능선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발굴 조사는 가천동 마을 

북쪽 능선 남사면과 서사면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수혈식 석곽묘 204기와 횡혈식 석실묘 7기가 확인 되었

다. 유물로는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대호, 연질옹 등의 토기류와 

유자 이기, 철도자, 철검, 철촉, 등자 재갈 등의 철기류 및 금동제수

하이식, 세환이식, 금동관 등의 장신구류 등 총 3500여 점이 출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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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피장자의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가 많았다. 

· 대구 노변동 유적 

이 유적은 수성구 삼덕동-시지택지 지구간 도로 건설 구간인 노변동 

산 3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이다. 발굴 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목곽묘, 

석관묘, 옹관묘를 비롯 조선시대의 사직단과 토광묘 등 774기의 유구

가 확인 되었다. 유물은 고배, 장경호, 단경호, 철검, 대도, 철촉, 철탁, 

금동관, 이식, 곡옥 등 11,000여 점이 출토 되었다. 

· 대구 노변동 고분군(1) 

이 유적은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의 동편의 남북으로 뻗은 지역인 

노변동 71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현재는 자연과학고

등학교의 교내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편엔 대구 욱수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남편에 노변동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 대구 노변동 고분군(2) 

이 유적은 노변초등학교 북편 일대인 노변동 367, 368 일대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이 유적은 아직 본격적인 조사 발굴을 않

고 있는데 이 지역의 동쪽에는 욱수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

에는 노변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고분군

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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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동 고분군 

이 유적은 대구시의 남쪽 경계인 남천과 금호강이 마주치는 지점에 

솟아있는 고산(孤山)이라 부르는 야산인 수성구 성동 산 7, 8, 10, 41, 

45-1에 위치하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이 지역에는 토성, 와요지, 

고분 등의 유적이 있고, 고산의 남쪽 들에는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어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터전이었음을 알수있다. 

고분은 주로 고산의 남쪽 사면에서 모산지(母山池)까지 이어지는 완만

한 경사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23기가 확인되었다. 모산지

의 서쪽에는 소형의 석곽묘군이 분포하고 있고, 이 못의 북쪽 고개마

루에도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분묘들은 대부분 개간과 도굴로 파

괴되고 고개마루 쪽의 한 분묘에는 석곽이 잘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 

산 41 유적의 경우 1983년 발굴 조사 당시 4-4기의 분묘가 분포하

고 있었으나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고 개간 때 파괴된 고분에서 나온 

석재 와 토기편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고분은 수혈식 석곽묘로 소

형의 경우 길이 150cm, 폭 80cm 내외이다. 석곽은 냇돌을 이용해 가

로 쌓기로 축조했다. 

· 대구 매호동 지석묘(1) 

이 유적은 수성구 매호동 844-1 일대인 관개시설 서성지 북쪽 들판

인 현 누리타운 아파트 내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처

음 조사 당시 들판 가운데 논둑에 지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는 암괴 4

개가 흩어져 있었고, 택지지구 동쪽 경계선인 매호동 844-1 논에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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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북동쪽으로 60m 떨어진 논두렁 위에 2기, 여기서 남서쪽으로 

16m 떨어진 논 가운데 있던 1기가 그것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발

굴 조사 결과 지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던 암괴의 하부에는 아무런 유

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조사 지역 내에서는 석관묘 2기, 무문토

기가 포함된 층과 부속시설 각 1기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확인된 2기

의 석관묘는 2호와 3호 지석묘에서 각각 남으로 11m(1호), 5m(3호) 떨

어진 곳에 아직도 남아 있다. 

· 대구 매호동 지석묘(2) 

이 유적은 신매역 네거리에서 북동편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인 매호

동 836일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선사고분이다. 이 곳에서 북쪽 100m 

지점에 매호동 지석묘(1)가 위치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92년 

3월 15일부터 1995년 3월 15일까지 이 곳을 시지택지지구 개발에 선행

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석묘 2기와 석관묘 2기, 석곽

묘 1기가 확인되었고 단도마연토기, 석검, 석촉 등이 출토 되었다. 

· 대구 매호동 지석묘(3) 

신매역 북동편에 위치한 하나타운 아파트 서편 일대인 매호동 806

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선사분묘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92년 

3월 15일부터 1995년 3월 15일까지 조사발굴한 결과 지석묘 4기, 석

관묘 5기, 석곽묘 1기, 민묘 1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단도마

연토기, 석검, 석촉 등이 출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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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매호동 지석묘(4) 

이 유적은 사월동 지석묘군(2)이 위치한 곳에서 북쪽 300m 거리의 

구천못과 남편의 과수원과 작은 길에 지석묘 상석으로 보이는 바위 2

기가 남아 있는 매호동 599-3 일대의 청동기시대 선사분묘이다. 남북

으로 나있는 소로변에 위치한 상석을 지석묘 1호, 과수원 내에 위치한 

상석을 지석묘 2호로 볼 때 지석묘 1호는 작은 길에 일부가 매몰된 상

태이고, 2호는 과수원 정비시에 원래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7m쯤 옮

겨 놓은 것이다. 

상석의 규모는 1호가 평면 형태의 부정형으로 길이 170cm, 폭 

130cm, 높이 60cm 정도이다. 2호는 평면 형태의 부정형으로 길이 

240cm, 폭 130cm, 높이 80cm 정도이다. 상석이 모두 땅에 묻혀 있

어서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서 삼국시대의 토기편

이 확인될 뿐 청동기시대 관련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8) 비석 

· 대구 지산동 효자 하잠동지려비(河潛同之閭碑)

이 비는 대구 지산초등학교 부근인 지산동 1735 일대에 세워진 조

선조 초기에 살았던 효자 하잠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다. 효자 하잠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떡을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 떡을 사서 지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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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얹어오면서 자신은 굶주림으로 허기가 져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드렸을 만큼 지극한 효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비는 당시 

조정에서 효행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세웠으나 그 뒤 마멸의 정도가 

심해져 1853년 하씨 문중에서 중수했다. 비의 크기는 길이 82cm, 폭 

35cm, 두께 12cm이다. .

·  대구 범물동 효열 밀양 박후성(朴厚成) 처(妻) 성주배씨지려비(星州裵氏之閭碑) 

이 비는 1764년부터 1788년까지 24년간 꽃다운 나이를 살다간 열

녀이며 효부이던 성주 배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수성구 범물동 646

에 세운 조선시대의 효열비이다. 회색 화강석으로 세운 이 비는 높

이 116cm, 폭 48cm, 두께 17cm이며, 비개는 백청색 화강석으로 되

어 있다. 팔각지붕형의 비개는 높이 31cm, 폭 75cm, 두께 44cm이

▷ 하잠동지려비 ▷ 성주배씨지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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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흑청색 화강암으로 된 장방형 비부는 높이 17cm, 폭 70cm, 두께 

38cm이다. 비문의 글씨가 너무 얕게 새겨져 건립 연대에 비해 마멸

이 심하다. 

· 대구 시지동 비석군(碑石群)

고산초등학교 정문안 왼편인 수성구시지동 161에 조선시대의 선정

비 등 이 지역 여러 곳에 남아 있던 각종 비석을 함께 모아 둔 것이다. 

이 비석들을 이 곳에 모아둔 것은 도로공사 등으로 여러 곳에 세워져 

있던 비석들이 흩어져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서다. 여기에는 모두 9기

의 비가 세워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훈대부김대엽시혜비(通訓大夫金大燁施惠碑), 종이품봉상사제조서상

하송덕비(從二品奉常司提調徐相夏頌德碑),  현령이후헌소청덕선정비(縣令李 

侯憲昭淸德善政碑), 전오위장강대봉송덕비(前五衛將姜大鳳頌德碑), 관찰사

▷ 시지동 비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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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국강하영세불망비(觀察使趙相國康夏永世不忘碑), 현령심후휘수준청덕 

애민선정불망비(縣令沈侯諱壽浚淸德愛民善政永世不忘碑), 현령이후만승청

덕선정비(縣令李侯晩昇淸德善政碑), 순상국김공휘명진영세불망비(巡相國

金公諱明鎭永世不忘碑), 현령박후종구거사비(縣令朴侯宗球去思碑) 

·  대구 성동 퇴도이선생우복정선생강학유허비(退陶李先生愚伏鄭先生講學遺墟碑)

이 비는 성동 172 고산서당 뒤편의 산

언덕에 위치해 있다. 이 비는 퇴계 이황

이 고산서당의 편액을 쓰고, 우복 정경세 

선생이 대구부사로 부임해 고산서당에서 

학문을 강론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

선조 고종 9년(1872)에 당시 현령으로 부

임했던 이헌소(李憲昭)가 비문을 지어 건립

한 것이다. 비신은 연청색 수세암으로 높

이 96.5cm, 가로 48cm, 두께 19cm이다. 

비개는 비신과 같은 한덩어리의 돌로 만

들어졌는데 전면과 후면에 연화문이 조각

되었고 반원형의 형상이다. 높이는 38cm, 두께는 23cm, 폭이 59cm

이다. 비부는 배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80cm, 세로 53cm, 두께 

5cm이다. 

▷ 퇴도이선생우복정선생강학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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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정각(樓亭閣) 과 근대건물, 외국인 관련 유적들 

· 덕산서원(德山書院)

이 서원은 조선조 초기의 충신인 달성인(達城人) 서섭(徐涉)을 추모하

기 위해 수성구 황금동 258 일대 서섭의 묘소 아래에 첨모재(瞻慕齋)란 

당호로 건립했고, 대구시가 이 건물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 

후 다시 그의 아들 감원(坎元)을 추가 배향하고 건물을 중수한 뒤 이 건

물을 덕산서원이라 개칭했다. 서섭은 호가 남은(南隱)이며, 달성 서씨 

판서공파의 파선조이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문종과 단종에 이르기까지 벼슬살이를 

했는데 대호군(大護軍)과 자헌대부이조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를 역임했

다. 그는 단종초에 왕족들과 간신들의 발호를 경계하여 척간소(斥姦疏)

를 올려 개혁을 주장하다가 유배당하기도 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

카 단종을 폐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그 

▷ 덕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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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사용하던 호인 남애(南涯)를 남은(南隱)으로 고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 

그 뒤 후손들 조차 그의 행적을 모르고 있다가 1924년 그가 살던 

옛집 낡은 천장에서 ‘문영월사변통곡(聞寧越事變痛哭)’, ‘문육신순절감

음(聞六臣殉節感吟)’, ‘재적소시시(在謫所時詩)’와 ‘여손격재조서(與孫格齋

肇瑞)’, ‘백형현감제문(伯兄縣監祭文)’등이 포함된 유고와 행장이 발견됨

으로써 그의 충절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의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이 

1926년 첨모재를 건립해 그를 주향(主享) 했고, 이어 1994년 그의 아들

인 감원을 배향(配享)하면서 덕산서원으로 개칭했다. 

감원은 성종 때의 충신이며 성균생원으로 구언상소(求言上疏)를 올려 

성종의 실정을 직간하였다가 심한 고문을 당한 직신인데 <성종실록>

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문집도 간행되었다. 이 서원의 경내에는 위

패를 모신 경의사(景義祠)를 비롯 방3칸, 대청 1칸의 정침외에 동서의 존

성재(存誠齋), 구인재(求仁齋)와 남은선생 신도비각(神道碑閣)이 함께 있다. 

· 동천서당(東川書堂)

이 서당은 처음 조선조 순조 20년(1820) 동구 둔산동에 백불암(百弗

庵) 최흥원(崔興遠)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에 따라 훼철된 후 수성구 만촌 3동 838 선생의 묘소 아래에 이건하

여 각계재(覺溪齋) 또는 동천서당이란 재호를 붙여 최근에 이르렀다. 

백불암은 도학이 뛰어나 당세의 유종(儒宗)이 되었으며 벼슬은 어모

장군세자익위사익찬(禦侮將軍世子翊衛司翊贊)이 되었다. 부인동 향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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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전향약(藍田鄕約), 백록동규(白鹿洞規)를 만들어 모든 동리와 이웃 

주민이 함께 계를 만들고 강당을 지어 매월 강학과 풍속 교화에 힘썼으

며, 의장고(義藏庫), 휼빈고(恤貧庫)를 지어 가난한 자를 진훌했다. 조선

조 정조13년(1789) 증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이르고 국조보감

(國朝寶鑑)에도 그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효행으로 정려되었다.  

건물은 홑처마 맞배지붕인데 돌 시멘트 축대 위에 정침 방 1칸, 대

청 3칸, 측면 2칸으로 방 앞뒷 마루는 대청보다 약간 높게 하고 난간

을 둘렀다. 

· 봉산서원(鳳山書院)

이 건물은 일직인(一直人) 손린(孫遴)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수성구 상

동 385-1에 건립한 서원이다. 손린의 자는 계진(季進) 호는 문탄(聞灘) 

또는 천담(遷潭)이다.  

그는 8세에 어머니 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할만큼 효성이 지극 

했고 한강 정구(鄭逑)의 문하에 수업하여 그의 삼형제가 모두 동시급제

하였으나 두 형들은 합격방을 부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맞았

다. 임진왜란 때에도 사당의 위패를 모시고 피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우러러 참배하고 경전 공부를 그르지 않았다. 

선조 39년(1606)에 문과에 급제한 그는 성균관 전적박사(典籍博士), 예

조 정랑 좌랑, 정유재란 때에는 우복 정경세의 천거로 의병장이 되어 

적을 퇴파시켰다. 광해군 3년(1611)에는 동방주자라고 일컫는 회재 이

언적선생과 퇴계 이황선생의 종사(從祀)를 반대하는 정인홍(鄭仁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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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질인 모당(慕堂) 처눌(處訥)과 함께 부정척사문을 올려 종사케하는 업

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인홍의 미움을 사 유안삭직(儒案削職)

당했다. 그 뒤 경주, 상주, 안동에서 3년간 교수직을 거쳤고, 인조 1년

(1623)에 반정의 성공으로 복직되고 예문관직과 예조, 병조 좌랑직을 

거쳤다. 한강(寒岡), 우복(愚伏), 동강(東岡), 선원(仙源), 김문충공, 여헌(

旅軒), 약봉(藥鋒), 서상공(徐相公), 동계(桐溪), 석담(石潭) 등 제현들과 도

의상교 하였다. 

1803년(순조3) 봉암사라는 위판을 봉안하고 1844년(현종10)에 서원이

라 하였다. 1800년께 고산골(현 효성아파트)로 이건했고, 그 뒤 1850년

경 다시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 1864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나 

1967년 강당을 지어 경모재(敬慕齋)라 이름하였고 1996년 후손들과 유

림들의 뜻으로 지행당(砥行堂 : 강당), 봉암사(鳳岩祠 : 祠堂), 송독재(誦讀齋 

: 西齋)를 200여 평의 대지 위에 건립하고 공의 유허비도 세웠다. 여기

▷ 봉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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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복, 선원 양 가의 수의첩(修誼帖)이 보존되어 있다. 

· 오천서원(梧川書院)

오천서원(梧川書院)은 중화

인(中和人) 양희지(楊熙止)를 봉

향하기 위해 수성구 파동 432

에 건립한 유가 건물이다. 양

희지의 자는 가행(可行), 호는 

대봉(大峯)이다. 벼슬은 대사

헌에 이르렀고 문장과 청백으로 이름이 높았다. 

사림이 이 서원을 건립한 것은 정조 11년이며, 중종 2년(1507)에 임

금이 내려준 사제문(賜祭文)이 보존되어 있다. 1864년 서원철폐령에 따

라 훼철 되었다가 1972년에 복원하였다. 서원 경내에는 사우와 송재(

松齋) 양세홍(楊世興)의 강학소인 무릉재(武陵齋)가 있다. 

· 청호서원(靑湖書院)

이 건물은 조선조 학자였던 일직인(一直人) 손처눌(孫處訥 ; 1553~1634)

을 추모하기 위해 황금동 271번지에 건립한 서원이다. 숙종 20년

(1694)에 유림에서 건립하여 향사를 드렸으나 영조 31년(1755) 그의 제

자인 진사 사월당 유시번(柳時蕃)을, 정조 11년(1795)에는 역시 그의 제

자였던 진주 목사 양계 정호인(鄭好仁)을 배향하고 모당의 6대조인 격

재 손조서(孫肇瑞)를 추향하여 존위로 모셨다. 

▷ 오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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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처눌은 처음 계동(溪東) 전

경창(全慶昌)문하에서 학문을 

시작했고 한강 정구의 문하

에서 이학을 공부했다. 임진

왜란 때는 의병대장으로 활동

했으며, 임란후에는 영모당을 

지어 후진양성에 힘썼다. 마

을 앞에 청호지를 만들어 영농에도 힘썼는데 임란후 조정에서 논공행

상을 할 때 상을 사양하고 다만 대구 향교의 도유사로 12년간 일했다. 

한편 선생의 5대조인 손조서는 조선조 초기의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 

집현전 한림학사로서 김종직과 교유했으며, 단종 때 봉산군수(鳳山郡

守)로 있다가 단종의 참사 소식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 밀양에 내

려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춘추관 제학에 추증

되었다. 

청호서원 역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 되었다가 1930년

경 강당만 다시 건립했고, 1971년 이 건물이 소실 되었다. 1972년에 

강당과 위패를 모신 상인사(尙仁祠)의 중건과 함께 서원 입구에 모당선

생 유허비도 세웠다. 

· 모운당(慕雲堂) 과 충효재 

이 건물은 조선조 순조 15년(1815)에 별은전으로 부호군을 제수 받고 

순조 21년에는 동지중추부사와 자헌대부 용양위대호군에 오른 청주

▷ 청호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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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낙와(樂窩) 정필석(鄭弼錫)이 

그의 증조고인 노암(蘆庵) 정

동범(鄭東範)과 조고 면암(勉

庵)정지언(鄭之彦)등의 선조를 

봉향하기 위해 지은 우묘소이

다. 충효재(忠孝齋)는 1995년 

입향조의 종중산이 택지개발로 편입되고 받은 보상금으로 노암과 면

암을 배향하는 재실로 건립한 것이다. 수성구 시지동 605에 위치한 이 

건물은 화강석 축대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기와집이

다. 이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정충각, 정효각, 모운당, 충효각 등의 건

물이 모두 적벽돌 울타리 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 덕산재(德山齋)

이 건물은 시지동 76에 지

은 아산인(牙山人) 덕봉(德峰) 

장자원(蔣自元)을 위한 우묘소

(寓墓所)이다. 장자원은 감찰 

우(芋)의 아들로 조선 성종조

에 사마에 올라 만성참군(萬城

參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덕행과 효행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대덕산 밑에 은거하면서 점필재 김종직과도 의교가 있었던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 모운당과 충효재

▷ 덕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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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재는 조선조 영조 16년(1740)에 해붕공(海鵬公)이 종족의 서당으

로 지어 곡계정사(曲溪精舍)로 이름지었다가  그후 이로재(履露齋)로 당

호를 바꾸었다. 고종 7년(1870)에는 호복공(灝復公)이 내곳동 속칭 서당

골로 이건하면서 다시 이름을 덕산재로 개칭하였다. 1917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고 1978년에 중수했다. 정침은 방 2칸, 대청 1

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덕산재 뒤편 50m 지점에 덕봉선생장공

유허비각(德峰先生蔣公遺墟碑閣)이 있다. 

· 덕암재(德岩齋)

이 재사는 지산 1동 72에 건립

된 경주 김씨 선재인 김수남(金守

南)의 우묘소(寓墓所)이다. 김수남

의 초명은 애남(愛南), 호는 우재(

愚齋)며 이괄의 난 때 공이 있었고 

인조병란에도 공이 있어 이조참의에 증직되었고 아들 대길(大吉)과 더

불어 진무훈(振武勳)에 나란히 기록되었다. 

· 돈목재(敦睦齋)

이 재실은 만촌동 197에 위치한 달성 하(夏)씨의 종당(宗堂)이다. 이 

건물에서 삼우정(三友亭) 시남(時南)이 팔례절요(八禮絶要)를 편집하였

고, 경덕사(景德祠)에 배향된 열암(悅庵) 시찬(時贊)과 학생 시균(時筠)을 

기리면서 희암(喜庵) 정(淀), 오재(悟齋) 동기(東箕), 금은(琴隱) 동규(東奎) 

▷ 덕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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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강학(講學)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그 후 호남(湖南) 동

달(東達)이 여러 친족들의 힘

을 모아 이 건물을 중수했는

데 이 재실에는 밀양 박효수

(朴孝秀)의 기문이 있다. 달성 

하씨로 고려조 이부시랑을 지낸 효자 하광신의 비각도 이 재실과 같

은 마을에 있다. 

· 모명재(慕明齋)

이 건물은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시 명(明)의 제독인 이여

송(李如松) 장군이 조선 원병으

로 왔을 때 함께 왔다가 조선

에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

충(杜師忠)이 죽은 후 그의 후

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1912년 만촌 2동 716에 세운 재사이다. 두

사충은 대구에 정착한 후 현재의 중앙공원 일대의 땅을 하사 받았으나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면서 계산동 일대로 옮겨 세거지를 마련

했다. 그러나 그는 모국을 그리워한 나머지 다시 지금의 앞산 기슭으

로 세거지를 옮겨 단(壇)을 쌓고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관복을 입고 명

나라 천자를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한다. 

▷ 돈목재

▷ 모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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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곳의 동명을 대명동(大明洞)이라 했고 그의 호를 모명(慕明)

이라 했다. 1862년에 세운 묘소 앞의 비문은 이순신 장군의 7대손인 삼

남수군통제사(三南水軍統制使) 이인수(李仁秀)가 찬하였음을 보아 두 집안

의 친밀한 관계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건

물이 낡아 중수할 때 경내의 뜰에 묘비와는 별도로 신도비를 세웠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치마 팔작집이다. 대문을 만동문(萬東

門)이라 했다. 이는 백천류수필지동(百川流水必至東)이란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명(明)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무동재(武洞齋)

이 재사는 옥산인(玉山人) 통

훈대부행평해군수 전유성(全

由性), 충순위증통훈대부통례

원좌통례 전순손(全順孫), 증

통정대부병조참의 전익견(全

益堅), 증자헌대부병조판서 겸 

의금부사 전련(全璉), 기장현감 전침(全琛), 도사 호 세심정(洗心亭) 전응

창(全應昌), 가선대부행평안병사 증자헌대부병조판서 호 파유(巴臾) 전

계신(全繼信), 사간원정언 사헌지평 호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의 제숙

지소(薺宿之所)로 파동 425에 건립되었다. 1900년에 창건하고 1978년

에 중건했다. 창건 당시는 초가였고, 재사 이름은 일부 기록에는 파산

재(巴山齋) 또는 파재(巴齋)라 했다. 

▷ 무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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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본재(報本齋)

이 건물은 수성구 만촌 3동 886-3에 위치한 옥천(沃川)전(全)씨의 대

구 입향조인 전시헌(全時憲)의 종당(宗堂)이다. 시헌은 1570년생으로 호

는 수당공(壽堂公)이며 대구선교랑(大邱宣敎郞)을 지냈고, 풍모는 그 그

릇이 매우 컸고 논변이 웅장하고 확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영주(榮州)에서 이거하였고, 그가 죽은 후 동각산(東覺山) 기슭에 

묘를 썼다. 이 건물은 그가 남긴 유품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그의 묘소 

부근에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그 후 지반침하와 벽의 퇴락으

로 병조(柄朝), 도한(導漢), 상열(尙烈) 등 여러 후손들이 논의하여 1979

년 새터를 잡아 이 곳으로 이건했다. 

방 두칸, 대청 두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정면 유리덧문을 달고 시멘

트 축대 위에 세운 현대식 건물이다. 

· 성산재(城山齋)

이 건물은 임진왜란의 의병

장 인천인(仁川人) 채선수(蔡先

修)를 위한 우묘소(寓墓所)이

다. 채선수의 자는 경중(敬仲), 

호는 달서재(達西齋)이며 임란

시 최동보 곽재겸 등과 팔공

산에서 창의하여 화왕산성을 

지키고 평정후 달서재로 돌아와 손처눌, 최동보 등과 서사 연구에 진

▷ 성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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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에도 창의하였다. 성동 203에 지어진 

이 집은 정침이 4칸(방 2칸, 대청 2칸, 측면 2칸)인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장여헌(張旅軒)과 채응린(蔡應麟)에게 수학했고 19세에 한강 정구(鄭

逑) 문하에서 문장이 대성했다.

· 솔일재(率一齋)

이 건물은 시지동 107에 건

립된 밀양인 박해(朴晐)의 우

묘소이다. 박해의 호는 귀림(

歸林)이며 고려 충목왕(忠穆王) 

3년(1347) 밀직부원군 충숙공 

중미(中美)의 둘째 아들로 출

생, 벼슬은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 국사가 혼란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주 계림(溪林)에 

은거하다가 경산현 서면 내매촌(內梅洞, 현 수성구 신매동)으로 이거 문평

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 예조판서공 이거(李琚), 양정공(襄靖公) 박령(

朴齡) 등과 교우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홑처마 맞배지붕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지 220평, 건평 23평으로 5칸(방 3칸, 대청 2칸) 팔

작 지붕 골기와로 중건했다. 

· 연호재(蓮湖齋)

▷ 솔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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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연호동 54에 건립한 아산 장(蔣) 씨의 종당(宗堂)이다. 조

선조때 제갈문몽(諸葛文夢)이란 선비가 이 곳에 살면서 마을 앞의 못에 

연꽃이 많이 핀다고 하여 연호라 하였다는데 재실 이름도 이 연못에

서 땄다고 한다. 1996년에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을 헐고 콘크리트 2

층 와즙 건물로 중건했다. 

· 영모재(永慕齋)(1)

이 재사는 범물동 177에 위치해 있으며, 경주인 오정(梧亭) 김상집(金

相集)을 추모하기 위해 1955년에 그의 아들 성희(成熙 일명 성업=成業)가 

건립한 것이다. 이 건물에는 죽농(竹農)의 편액이 걸려 있다. 

· 영모재(永慕齎)(2)

이 건물은 황금동산 119에 위치해 있으며 중화인 지촌(池村) 양달화 

(楊達和)의 후손들이 1913년에 지은 묘실이다. 현재 영모재 현판은 지

산동 358번지에 있는 학산재(鶴山齋)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돈목당(敦睦堂), 추원재(追遠齋)의 편액만 있다. 

· 영사재(永思齋)

이 건물은 성산인 배석봉(裵錫鳳)과 배영(裵泳)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

들이 1928년 황금동 474-1에 세운 재사다. 배석봉의 호는 모재(慕齋)

이며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고, 배영의 호는 

공천(孔川)이며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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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효자로 정려했다. 솟을 대

문을 들어서면 방 2칸, 대청 2칸

의 정침이 골기와 팔작지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 학산재(鶴山齋)

이 건물은 중화인 양달화

(1694~1756)를 위해 지산동 358에 

건립한 재사이다. 양달화의 자는 

태삼(泰三), 호는 지촌이며 대사헌 

대봉 양희지의 후손으로 문행으

로 명망이 높았다. 원래의 건물은 

초가로 1700년초 지촌이 세운 강학소였으나, 1890년 같은 자리에 재

사를 중건하여 후손들이 조선을 경모하고, 후진을 계도하는 중화 양씨

의 종재(宗齋)로 만들었다. 재호는 뒷산인 무학산에서 따온 것이며 현

재의 건물은 1997년에 중건했다. 

· 삼강정사(三岡精舍)

이 건물은 조선조 고종 때 의금부도사와 중추원의관을 지낸 순흥인(

順興人) 안영모(安永模)의 묘소인 수성구 삼덕2동 297 지역에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지은 정사이다. 정면 4칸의 방에는 

▷ 학산재

▷ 영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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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 마다 편액이 있는데 좌측으로부터 운림병사(雲林兵舍), 묘견재(妙

見齋), 저존당(著尊堂), 필유재(必有齋) 등으로 되어 있다. 

· 명정각(命旌閣)

이 건물은 두사충의 7대손인 두

한필(杜漢弼)의 효행을 기리기 위

해 만촌2동 715에 지은 정려각(旌

閭閣)이다. 두한필(1823~1893)은 어

릴 때부터 효행이 지극해 사후에 

조정으로부터 정려가 내려왔고 

종2품 관직인 통훈대부규장각직각을 증직 받았다. 

현 건물은 두사충의 모명재를 지을 때 건립했는데 1966년에 보수했

다. 이 건물은 단칸규모의 맞배 와가이며 이 정려각 동북쪽 100m 지

점인 형제봉 우편 기슭에 두한필의 묘소가 있다. 

· 정충각(旌忠閣), 정효각(旌孝閣)

이 정충각은 병자란에 창의한 청주인 노암(蘆庵) 정동범(鄭桐範)의 충의

와 그의 아들 면암(勉庵) 정지언(鄭之彦)의 효행을 기려 시지동 605에 세

운 건물이다. 정동범은 벼슬이 용양위부원군에 올랐는데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의병을 모아 성주목사 이보혁(李甫赫)과 더불어 합

천에서 이를 격파하고 개선했으나 공을 사양하고 귀향하여 은거하였다. 

또한 부모상에 시묘살이를 했고 그의 부인 진주 강씨도 효행으로 이름

▷ 명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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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부부의 정충됨과 함께 효

행을 조정에 상주해 정충각에 두 

분을 봉향하게 되었다. 정지언 또

한 효행이 지극해 할아버지의 상

을 당해 묘소에 아버지를 모시고 

시묘살이를 했고, 아버지가 병환

에 들자 단을 모우고 기도를 올렸고 형제간에 우애가 남달라 조선조 고

종 29년(1892)에 조정에서 이조참의를 추증하고 정효문을 명했다. 

· 효자각(孝子閣)

이는 중화인 학산공(鶴山公) 양

해일(楊海一 ; 1797~1873), 우산공 

(又山公) 양헌방(楊憲邦 ; 1826~1878) 

부자의 효행을 정려한 비각으로 

지산동 1280에 세워져 있다. 학

산공은 아버지의 병환에 손가락

을 잘라 피를 내어드렸고, 우산공은 아버지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해 엄

동설한에 잉어를 구해 고아드린 효자였다고 한다.  

· 고모역복합문화공간

이 유적은 수성구 고모동 384-1에 위치한 일제 당시 건축했던 철도

역에 부설된 종사원들이 사용했던 주거건축이다. 건축 연대는 1930년

▷ 효자각

▷ 정충각, 정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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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추정되며 현재 8동 관사 규모 가운데 연립형 3동만 남아 있다. 

관사의 종류별로는 국장 관사를 제외한 3등부터 8등까지 6종이었으

며, 이같은 명칭 분류는 건축 공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전체 등급의 

관사가 있었던 역은 서울의 용산역과 평양역 뿐이었으며 역에는 필요

한 등급의 관사가 순차적으로 건축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사는 목조 단층의 2호 연립형으로 지붕은 석면 스레이트로 이

었다.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목조 심벽을 구성하고, 목재 비늘판

과 시멘트 뿌림칠로 마감했다. 내부의 바닥은 다다미와 마루판을 깔았

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장판과 비닐로 교체 되었다. 벽은 회반죽, 천

장은 우물정자 살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었다. 

· 단군성전

수성구 두산동 수성관광호텔 뒤편 불령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국

조 단군전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단군을 모시는 성전이다. 해방직후 달

성공원 부지에 있던 일본신사 자리에 단군의 영정을 모시고 ‘국조전’

이라 부르던 것을 1966년 달성공원 복원공사때 지금의 자리에 신축하

▷ 고모역복합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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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진전’이라 불렀다. 1981년 안호상 박사(초대 문교육부 장관)가 사비

로 단군상을 세우고 계단과 축대공사, 포장길을 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전내부에는 단군상과 단군영정, 단군의 황후인 비

서갑 신모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성전 한편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경

전인 천부경(天符經)이 걸려있다.

· 미즈사키 린타로(水崎林太郞)의 묘

미즈사키 린타로는 일본 기후현(현 기후시)출신으로 1915년 일제의 

식민침탈정책에 의한 개척농민으로 대구에 온 인물로 일제의 식량수

탈정책에 맞추어 수성못을 조성을 주도한 일본인이다. 그는 대구에서 

일본총독부와 지방관료들의 지원을 받고 수성들 지주들의 협력을 얻

어 수성못을 조성하는데 앞장섰고 그후 조성된 수성들의 지주로 많은 

▷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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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누렸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기후시장을 지냈던 지역 엘리트

로서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한후 일제의 개척농민으로 선발되어 대구

에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수성못 축조에 앞장선 사실을 기

려 그의 유언에 따라 묘소를 못주변에 조성해놓았다.

· 나야대령 기념비

고 나야대령은 6.25전쟁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7월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 교체대표로 한국에 와서 한국

의 평화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낙동강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12일 경북 칠곡군 왜관 근처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 1950년 8

월13일 수성구 범어동  산156번지(대구여고 동편야산) 속칭 주일골에서 

화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1950년12월7일 당시 조재천 경상북도지사

가 기념비를 건립했다. 1967년10월15일 고 나야대령 미망인 나이야

르 여사가 한국땅에 묻힌 남편의 넋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 

1970년5월18일 주한 인도총영사, 1989년5월11일 나이야르 여사가 

주한 인도 대사와 함께 이곳을 다녀갔다.



제5편

노거수(老巨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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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역에는 수성구의 오랜 역사만큼 많은 역사적 유적, 유물이 

있고 오랜 세월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신령스러운 노거수들이 남아 있

다. 근래까지 많은 노거수들이 남아 있었으나 도시개발과 주민들의 무

지와 무관심 속에 숱하게 고사 되거나 잘려져 지금은 등록된 노거수로

는 아홉 그루가 남아 있다. 

· 대구 범어동 은행나무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서편 소공원 및 보행자 대기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무는 조선 세조 14년(1468) 상동 268에 심었던 것인데 근

래들어 도시개발과 더불어 두차례 이전 끝에 현 위치로 옮겨 심게 되

었다. 

첫 이전은 1981년 9월 30일 상동 중로 동서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

될 처지에 있던 것을 주민들이 보존회를 구성하여 구 정화여중고 교정

노거수(老巨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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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 학교가 이전되면서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

어서게 되고 그에 따라 이 나무도 다시 철거될 상황에 놓여 2001년 4

월 1일 수성구청에서 현재의 자리로 다

시 옮겨 심게 된 것이다. 

이 나무는 현재 줄기의 중앙 부위는 완

전히 고사된 상태에 있고 가운데 부분에

서 새로운 움이 터져 나와 가지를 뻗고 

자라게 됨으로써 기이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은행나무의 나이는 약 1천

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15m, 나무둘레 

3m, 노거수 지정번호는 6-1, 지정일자

는 1982년 10월 30일이다. 

· 대구 만촌동 모과나무 

당초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동(현 대구시 팔달동 일명 장태실)에 소

재했던 이 나무는 조선시대 심은 것으로 1979년 11월초 주민들이 2

군사령부에 희사함으로써 현 위치인 만촌동 537-3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 나무의 모양은 뿌리 부위에 잔가지가 4개 나있으며, 지상 1.5m 

정도의 높이에서 Y자형으로 줄기가 갈라져 있고, 수형은 인위적으로 

다듬어 놓은 것처럼 보여 꼭 잘 가꾸어 놓은 큰 분재와 같아 보인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 높이는 7.7m, 둘레 3m, 노거수 지정번호

▷ 범어동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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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8, 지정일자는 1992년 7월 29일이다. 

· 대구 수성동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는 모두 3그루로 수성1가 642 대봉교 동편 신세계아파

트 남서편 어린이집 옆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무는 조선시대 심

은 당목으로 매월 정월 대보름에는 동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뜻으로 동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동제를 지낸 뒤에는 금줄을 쳐놓는다. 

이 나무는 가지 받침대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나이는 약 350

년, 높이는 15m, 둘레는 4.5m, 노거수 지정번호는 6-2, 지정일자는 

1982년 10월 30일이다. 

· 대구 지산동 느티나무(1) 

이 나무는 조선시대 심은 것으

로 수성구 지산동 1735 지산동 지

산초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4m 높이에서 두 개의 가지

가 갈라져 뻗어 있으며 나무줄기

에는 많은 혹이 나 있고 또 골도 

져 있어 풍상의 세월을 읽을 수 있다. 나이는 약 400년, 높이 17m, 나

무둘레 4.5m, 노거수 지정번호는 6-3, 지정일자는 1982년 10월 30

일이다. 

▷ 지산동 느티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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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 느티나무(2) 

이 나무는 조선시대 심은 것으

로 지산동 337 지산동서맨션 북

서편 삼거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

다. 이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음

력 정월 보름에는 해마다 마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당나무였다. 지금은 도로에 인접해 고사상태에 있다. 이 나무

는 지상 1m 정도에 1개의 가지가 뻗어 있고, 다시 1m 정도 위에 가지

가 하나 더 뻗어있는 모양이다. 나무의 나이는 약 400년, 높이는 14m, 

둘레는 약 4.6m, 노거수 지정번호는 6-4, 지정일자는 1982년 10월 

30일이다. 

· 대구 지산동 느티나무(3) 

이 나무는 근대에 들어와 심은 

것으로 지산동 느티나무(2)에서 

북편 50m 정도 떨어진 지산동 산 

61에 위치해 있다. 느티나무 서편

에는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북

편으로는 대구지방경찰청이 위치

하는 지점이다. 주변에는 회화나

무, 굴참나무 등의 노거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 나무의 나이는 

▷ 지산동 느티나무(2)

▷ 지산동 느티나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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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정도, 높이는 약 15m, 나무둘레는 2.7m, 나무 지정번호는 6-5, 

지정일자는 1982년 10월 30일이다. 

· 대구 범물동 느티나무 

이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조선시대 심은 것으로 범물동 463-3 범물 

중학교 서편 200m 부근 새마을금고 맞은편 골목 안에 서 있다. 느티나

무 두 그루 사이에 효열밀양박후성처성주배씨지려비(孝烈密陽朴厚成妻

星州裵氏之閭碑)가 세워져 있다. 노거수는 오랜 풍상을 말해주듯 줄기에 

골이 웅덩이처럼 깊게 패여 있다. 두 그루 중 동쪽 나무는 지상 1.5m 

정도 높이에서 가지가 2개 갈라져 있고, 서쪽 나무는 지상 3m 정도에

서 1개의 가지가 나와 있다. 나무의 나이는 약 200년, 높이 15m, 나무

둘레 3m, 노거수 지정번호는 6-6, 지정일자는 1982년 10월 30일이다. 

▷ 범물동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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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모동 이팝나무 

이 나무는 조선시대 심은 것으

로 고모동 393 고모마을 북편의 

완만한 구릉 동편 말단부 정상에 

위치해 있다. 네 그루의 이팝나무

가 있는 이 곳은 고모동 고분군(3)

이 분포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나

무는 고모동 자연부락이 형성되면서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무는 오랫동안 고모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제사를 올렸던 당나

무였으나, 약 100여년전 외지에서 들어온 한 여인이 이 나무에 목을 

맨 후 당제를 중지했다고 한다. 이 나무는 수형이 특이한데 가지가 Y

자로 2~3 가지가 뻗어 있다. 나이는 약 300년, 높이는 7m, 나무둘레

는 약 3.5m, 노거수 지정번호는 6-7, 지정일은 1984년 8월 6일이다. 

· 대구 성동 느티나무 

이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조선

시대 심은 것으로 성동 172 성

동산성 북편에 위치한 고산서당 

뒤편에 서 있다. 나이는 약 300

년, 높이는 10m, 나무둘레는 

1.5~3m, 노거수 지정번호는 6-7, 

지정일자는 1984년 8월 6일이다. 

▷ 고모동 이팝나무

▷ 정경세나무 이황나무(학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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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설 

· 하광신의 효행 

효행에 얽힌 전설은 전국에 많이 남아 있으나 수성구 만촌동에 세워

진 하효자의 정려각은 고려 충숙왕 때 정려된 효자각으로 대구 경북 일

원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러한 수성 지역의 아름다운 풍속은 정

신적 뿌리가 깊고 먼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달성 하씨는 본래 중국 송

나라 대도독 벼슬에 있었던 하흠이 고려에 정착한 뒤 그의 아들 하용

이 고려를 침공한 오랑캐를 무찌른 공로로 달성군에 봉해지면서 대구 

지역에 살게 되었다. 하광신은 그의 손자로 벼슬이 고려조 이부상서에 

올랐는데 특히 효성이 지극해 지역민의 칭송을 받았고 그의 효행은 호

랑이도 감동해 그를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광신은 어머니가 몇 해 째 중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매서

전설과 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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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바람이 몰아치고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있는 어느 늦겨울 날 어머니

께서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청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얼어붙은 천지에 어디에 가서 복숭아를 구해올지 너무나 막막하고 안

타까웠던 것이다. 

하루 종일 궁리를 해봐도 아무런 방도가 없어 마을 뒷산에 올라가 ‘

내가 효성이 없어 복숭아를 구하지 못하는구나’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골똘히 복숭아 생각만 하고 있던 참에 곁에

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언제 왔는지는 모르나 송

아지만한 호랑이가 옆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당황한 나머지 

도망을 가려했으나 오금이 저려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는 광신에게 

▷ 하효자 정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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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앞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등에 올라 타라는 시늉을 하지 않겠는가. 광신이 얼떨결에 호랑이 등

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렸던 것이다. 

귓전에 찬 바람이 스치기를 한참, 호랑이가 달리기를 멈추었는데 광

신이 호랑이 등에 납작 엎드려 눈을 떠보니 깊은 산속이었고, 저만치 

외딴집에서 불빛이 새나오고 있었다. 광신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불빛

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주인이 방문을 

여는데 방안에는 이제 막 제사를 마쳤고 제사상 위에는 그가 간절히 

찾았던 복숭아가 놓여있지 않은가. 주인에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광신

은 사정을 얘기한 뒤 복숭아 한 개를 달라고 간청했다. 집주인은 그 얘

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제사상에 올린 복숭아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몇 개를 그에게 주었다. 

주인은 해마다 집 주변에 자생하는 복숭아를 몇 접씩 따다가 식구들 

끼리 먹고 그 중 싱싱하고 좋은 것은 골라 저장해 두었다가 부모님 제

사에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느 해 같으면 남겨둔 복숭아가 겨울을 

지나는 동안 대부분 썩고 겨우 한 두 개 성한 것을 제사상에 올렸을 뿐

인데 올해는 쓸만한 것이 여러 개나 돼 이렇게 많이 제사에 쓸 수 있게 

됐다면서 하효자를 위해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감탄했다. 

그는 주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시 호랑이를 타고 집

으로 돌아와 복숭아를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하효자의 정성어

린 병간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고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긴 하효

자는 어머니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정성껏 시묘살이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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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같은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나라에서 그가 살던 마을 앞에 정려를 

세우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부역을 면해 주도록 했다. 

· 황금동의 ‘못안’과 ‘봉천(奉天)’

이 전설은 황금동에 있었던 못에 얽힌 얘기다. 이 지역에는 옛날에 

손홍량이란 분이 살았는데 그의 사후 450년쯤 되던 시기에 그의 후손

중에 늦게사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아들이 장가갈 나이

가 되어 여기저기 색시감을 구하던 차 뒷산 너머 마을에 김아무개의 

셋째 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매파를 놓았던 것이다. 마침내 양가는 

혼사를 정하고 결혼 날을 잡았다. 양가는 사주단자를 주고 받고 혼례 

준비에 분주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부턴가 마을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

다. 그 색시감이 일찍부터 낫지 못할 몹쓸 병에 걸려 위급한 지경에 있

다는 것이다. 신랑댁에서 부랴부랴 수소문을 해보니 소문대로 사실이

었다. 분주하게 혼례 준비를 하던 신랑댁에서 색시집에 파혼 통보를 

보냈는데 장가간다고 들떠있던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만 몸

져 눕고 말았다. 손씨댁은 늦게 아들을 두어 장가를 보내게 된 기쁨

은 사라지고 아들마저 병환이 들었으니 이만저만 심란한 일이 아니었

다. 색시집 역시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운 딸을 혼례라도 올려야겠다고 

결혼 일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같이 청천벽력 같은 파혼 통지를 받

고 보니 실망과 충격이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은 이쯤에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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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비록 색시감을 보지는 못했으나 파혼 충격에 몸져 누웠던 신랑은 비

관한 나머지 마을 앞 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못에 빠져죽은 가련한 신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못가 느티

나무 아래서 굿을 해주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들이 죽고난 

뒤 못물이 흙탕물로 변했던 것이 굿을 하고 나니 못물이 다시 깨끗해

졌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못을 ‘못안’이라 불렀고, 이 마

을을 ‘청호(淸湖)마을’이라고 불렀다. 

한편 파혼 당했던 처녀는 신랑 될 사람이 못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고 한없이 슬피 울다가 그 곳 

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 처녀가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죽었다고 해서 그 곳 사람들은 처녀가 살았던 이 마을과 그 

못을 ‘봉천(奉天)’이라 했다는 것이다. 

· 고모령(顧母嶺)

이 고개는 옛날 남편을 잃고 두 형제를 키우던 어머니에 얽힌 전설을 

안고 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가난하게 살던 이 가정에 찾아와 이 집

이 못사는 까닭은 전생에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덕을 쌓으려

면 주위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

들 형제가 흙을 쌓아 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의 모봉, 형봉, 제

봉 등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을 쌓는 과정에서 형과 동생이 지나치게 경쟁심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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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서로 시샘을 하고 싸움까지 하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 집을 나와 버렸다고 한다.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지금의 고모령인 산등성이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보았

다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식을 못잊어 돌아보았다는 뜻으로 고개 이름

에 돌아볼 ‘고(顧)’, 어머니 ‘모(母)’라는 한자음을 부쳐 고모령이라 했

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일제강점기에 경산 지역에 아들 형제를 기른 홀어

머니가 살았는데 아들 형제가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대구의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 대구형무소로 가

서 면회를 하고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되돌

아 오는 길에 아들 있는 감옥 쪽으로 자꾸만 뒤돌아 보다가 이 고개 마

▷ 고모령 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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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올라 여기를 넘으면 대구 쪽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황혼을 배경

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있는 곳을 보고 또 보았다고 한

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지역민이 이 고개를 ‘고모령’이

라 불렀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1946년 향토 가수 현인이 부른 대중가요 ‘비내리는 고모

령’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고모령은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일제가 남긴 피폐한 사회와 가난에 찌든 살림살이 때문에, 아니면 독

립 운동이나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가족을 돌볼 수 없어 어머님과 이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세태의 정서를 배경으로 쓴 노래말이 온 국민

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대구를 대표하는 노래의 

하나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 ‘고모령’은 ‘어머니’하면 뭉클하

게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전설로 굳어가고 있는 것이다. 

· 소바위 

고산 1동 욱수동 마을에 있는 소바위는 주인을 살린 소의 의행(義行)

을 기린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한 농부가 부근

에 있는 자산(紫山) 기슭에 자기 집의 소를 몰고 가 소에게는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자신은 풀을 베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

나 농부를 해치려 했다. 농부는 너무나 놀라 풀베기를 중단하고 황급

히 소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 소도 풀을 먹지 않고 호랑이와 싸우기 시

작했다. 농부도 정신을 가다듬어 소를 응원하니 소가 더욱 힘을 내어 

호랑이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러기를 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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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하는 싸움 끝에 드디어 소가 이기게 되었고 호

랑이는 도망을 쳐 주인이 구출된 것이었다. 그 후 소와 호랑이가 싸운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생겨  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주인을 구출해 준 의

행을 한 소를 기려 이 바위를 소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용두산(龍頭山)

앞산괴에서 동쪽의 산성산 정상에서 신천을 따라 뻗어있는 산줄기

로 남구 봉덕동과 수성구 파동을 경계 지워주는 산을 용두산이라 한

다. 이 산을 용두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이 산이 용

의 형태 를 닮았다고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고, 옛날에 용이 살았다

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전설에는 이 지역에 암수 두 마리의 용이 사이좋게 살았는데 수

컷이 소식도 없이 종적을 감추자 암컷이 수컷을 못내 잊지 못하고 기

다리다 지쳐 몸이 굳어버리면서 산줄기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산

을 용두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 형제봉(兄弟峰)

만촌 2동의 남부주차장 뒤편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산봉우리가 나란

히 서 있는데 주민들은 이 두 산봉우리를 형제봉이라 부른다. 

이 봉우리를 형제봉이라 한 것은 옛날 이 지역에 살던 힘센 장사 남

매가 산쌓기 내기를 해서 생긴 봉우리란 전설 때문이다. 오빠와 누이 

동생이 산쌓기 내기를 시작했는데 오빠는 저고리 옷섶으로 흙을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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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쌓았고 여동생은 치마폭으로 흙을 쌓아 산을 쌓았다는 것이다. 

내기 방법은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동안 누가 더 높

이 쌓는가를 겨루는 것이다. 

흙을 나르는 방법이 오빠는 옷섶으로 나르고 동생은 치마폭으로 날

랐기 때문에 동생이 내기에서 유리했고 해가 늬엿늬엿 넘어갈 무렵에

는 오빠 산 보다 동생 산의 높이가 더 높았다. 지게 생긴 오빠는 심술

이 나 동생 산을 발로 짓밟아 버렸고 이 때문에 동생 산은 뭉퉁하게 낮

아져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끝이 뾰죽하고 높은 산을 

형봉, 다른 뭉퉁한 산을 제봉이라 했고, 이 제봉을 누이동생의 것이라 

해서 매봉(妹峰)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산 아래 골짜기를 형제봉골이

라 불렀다. 

· 수성 1가 느티나무 

옛 대륜고등학교 서남쪽 편에 있는 수령 약250년~400년생의 네 그

루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이다. 이 나무는 그 동네의 당산나무로 음력 

정월 14일이면 해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이 나무 아래 제수를 차려

놓고 풍년과 마을의 재난을 막고 주민들의 병환이 없도록 기원하는 동

신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런 내력으로 이 나무는 동네의 수호신이

었고 평소에도 이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외경심은 이만 저만이 아니

었다.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 나무가 일제강점기에 일인 병사들에게 수난

을 당하면서 신통력을 보였다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다. 당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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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80연대의 일부 병력이 이 나무 부

근에서 훈련을 하다가 땀을 식히기 위해 나무 그늘에 쉴 때 생긴 일이

다. 일부 일병들이 이 나무의 줄기를 발로 차고 나무 위에 걸터 앉아 가

지를 꺽기도 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동네 노인이 “이 나무는 마을의 수

호신이니 무례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일병들은 그 노인의 말을 비웃으며 “그따위 미

신 을 누가 믿느냐”며 “그 나무가 정말 신목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자” 며 나무 아래 쌓여 있던 보리짚 더미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

렀다. 동민들은 겁에 질려 그냥 그들의 만행을 지켜만 볼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은 느티나무에 번지지 않고 불을 지른 일본 병사 쪽으로 

불길이 옮겨져 그 병사가 그 자리에서 사지를 비틀며 개거품을 문 채 

즉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

를 엿보게 하는 전설이다. 

· 효자 하잠동(孝子河潛同)

지산초등학교 정문 앞 큰 느티나무 옆에 서있는 돌비석에 새겨진 ‘효

자하잠동’의 효행은 너무나 눈물겹다. 

하잠동은 집안이 몹시 가난해 끼니 조차 잇지 못할 정도였다. 홀어머

니를 모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범물동 뒤 산에서 나무를 해서 10여리

나 떨어진 대구장에 내다팔아 그날 그날의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경에 병환이 들어 앓아 눕게 된 어머니가 떡이 먹

고싶다고 하자 하루 종일 굶은 잠동이 나무를 팔아 떡을 사오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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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무까지 오자 허기가 졌다. 눈은 발목 

까지 빠지고 추위는 너무나 맵찬데 허기

마저 졌으나 어머니의 소원인 떡을 먹지 

않고 그대로 안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다. 때마침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

리가 하효자의 머리 위에 날아오자 하효

자는 까마귀를 보며 “까마귀야, 까마귀야, 

이 떡을 우리 어머니께 갖다 드려다오” 하

며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나라에서 이를 

알고 효자각을 짓고 비를 세웠는데 세월

이 흘러 비각은 허물어지고 비석만 남았던 것을 이 느티나무 옆으로 

옮겼다고 한다. 

나) 지명유래

· 범어동 

범어동은 1450년 철원부사(鐵原府使)를 지낸 구수종(具壽宗)이 정착

하여 마을을 일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천주교범어교회가 있는 

언덕은 남북으로 길이 400m 가량 되는 길다란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의 커다란 고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고기의 입은 지금은 복개공

사가 된 범어 천을 향해 벌리고 있다. 꼬리는 범어시장의 서쪽 끝과 접

▷ 하잠동 지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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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꼴이다. 

옛날 범어천에 물이 많이 흐를 적에 마치 한 마리 붕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곳을 고기 ‘어(魚)’, 뜰 ‘범(泛)’이란 이름으로 불

렀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록에는 ‘범어’란 한자를 ‘凡於’라고 쓰기도 

해 그같은 설명보다는 순수 우리말 지명을 이두식 한자로 표기했을 가

능성도 없지 않다. 이두식으로 표기했다면 확실히 그 뜻은 알 수 없으

나 순수한 우리말로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천주교회가 위

치한 이 언덕에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어 범어천이 복개

가 되지 않고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면 언덕의 숲을 감돌아 흐르

는 냇가의 경관은 매우 운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주일골(注日谷)

수성구청 남쪽 뒷산과 경신고등학교 뒷산 사이의 골짜기 이름으로 

옛날에는 이 골짜기가 너무 으슥해 낮에도 산적이 나와 행인을 괴롭혔

는데 산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같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그 옛날에는 이 곳의 땅이 저습해 산림이 울창했고 70년대에도 사람 

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도둑들이 설쳤다. 

· 장촌(張村)

법원 뒷산과 범어초교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북으로 MBC방송국 뒤 

편에 자리잡은 마을로 일백여년전 인동 장씨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그

같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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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골 

범어네거리 북서쪽 지역인 범어 2동 범어시민공원 지역을 일컫는 지

명으로 6.25전쟁 무렵까지만 해도 동편은 공동묘지가 있었고, 남편 골 

짜기엔 여우가 서식하면서 자주 나타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밤자골 

현재의 수성구청앞 대동교회 동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이

며 범어초교 뒷산 동쪽을 일컫는 지명으로 옛날 이 일대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산 이름을 밤자산, 마을 이름을 밤자골이라 했다는 것이다.

· 배밀 

현재 청구 정조아파트 부근으로 범어천 물길이 바뀌기 전 범어동 

2148번지 언덕 밑으로 냇물이 흘렀는데 이 곳에는 항상 조각배 2~3척

이 정박해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다람뱅이 

수성 4가 북동쪽 신천 변전소 부근을 지칭하는 지명인데 본래 여기

에는 범어천이 흘러 이 곳을 돌아나가는 물굽이로 옛날에는 돌암뱅이

라 부르던 것을 후대로 오면서 발음이 변화된 것이다.

· 수통골 

범어동의 남쪽 지역 자연 부락의 하나로 과거 이 곳에 수통샘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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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마을이름을 수통골이라 불렀다.

· 수성동 

조선조 당시 이 곳은 대구부의 수성내현(壽城內縣)에 속했던 지역으

로 수성들의 아래 쪽에 위치한다고 하동(下洞)이라 불렀다. 1914년 일

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동은 신동과 합쳐 달성군에 편입되었다

가 1938년 10월 1일 대구부의 확장 개편으로 하동은 다시 대구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수성동은 옛날 하동(현 수성 1가)과 배일동(현 동구 신천동)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해방 이후까지 거의 논밭으로만 이용되다가 5공화국 이후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8년 건국과 더불어 수성동은 대구시 

동구에 편입되었고, 1980년 4월 1일 대구시가 동구에서 수성구를 분

구하는 과정에서 시조례 1213호(1979년 8월 28일 공포)로 동구 신천3, 4

동을 수성구로 편입함에 따라 수성 1, 2, 3동에 이어 4동이 생겨나 현

재에 이르고 있 다. 

· 중동 

약 오백년전에 수성들에 형성된 마을로 당시엔 경주이씨, 추계추씨, 

경주최씨, 초계변씨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 구역의 소속은 당

시와 많이 변했다. 1394년까지 수성현으로 있다가 대구현으로 바뀌었

고, 1910년에는 대구군에서 대구부로, 1914년에는 대구부에서 달성

군 수성면으로, 1937년에는 다시 대구부로, 1963년에는 대구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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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1980년 4월 1일에는 대구시 수성구 중동으로, 1981년 7월 

1일에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광역시 수성

구 중동이 된 것이다. 

· 상동 

이 곳은 대구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람이 가장 일찍부터 

살아왔던 지역으로 많은 선사 유적을 갖고있다. 약 5백년전에는 수성

평야에 경작하는 농민들이 가옥과 농막을 짓고 마을을 형성한 이래 지

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진(秦)씨, 손(孫)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며 지금도 이들의 후손들이 대구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신천

을 사이에 두고 남구 봉덕동과 인접한 이 곳은 1394년 수성현에서 대

구현으로 편입되었다가 1911년에 대구부로 편입되었다. 1914년 달성

군 수성면으로 바뀌었다가 1937년에는 다시 대구부로 편입되었고, 그 

뒤 동구 상동출장소 관내에 포함되었다. 1963년 1월 1일 동구 상동으

로 분리되었고, 1980년 4월 1일 동구에서 수성구 상동으로 바뀌었고, 

1981년 직할시 승격과 그 뒤 광역시로 대구시의 명칭이 바뀌면서 오

늘에 이르렀다. 

· 찬물샘 

현재 상동 지역의 광명아파트 네거리 부근에는 수성못과 신천의 물

이 불어나면 찬물이 저절로 솟아나는데 농사철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 

농사에 지장을 주었을 정도여서 주민들은 이 일대의 물이 솟아나는 곳



전설과 예악 247

을 찬물샘이라 불렀다고 한다. 

· 파동 

예로부터 대구의 살기 좋은 곳으로 ‘일파이무(一巴二無)’란말이 있었

는데 이는 첫째가 파동이고 둘째가 무태라는 뜻이다. 파동은 부채꼴 

모양의 넓고 기름진 수성평야의 가장 남쪽 정점에 위치해 물산이 풍부

하고, 법이산과 산성산 사이에 신천이 흘러 수세가 좋고, 수성못과 가

창을 잇는 길은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인 교통요로이며 경치 

또한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곳의 이름을 과거부터 파잠, 혹은 파잠이, 

파집으로 부른 것은 이 지역이 중국의 파촉 지역으로 연상되는 산세를 

가졌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다른 이름으로는 수성못 부근에서 가창까

지 길이 곧게 나 있다고 해서 ‘니리미’라고도 했다. 

파동은 1914년 3월 5일 대구부 달성군 가창면에 편입 되었다가 

1958년 1월 1일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 되었다. 1980년 4월 1일

에는 동구 파동에서 수성구 파동으로 바뀌었다. 

· 서당골 

파동의 법이산 쪽 골짜기에 중화양씨의 재실과 서원이 있는데 여기

는 조선조 때도 지역의 교육기관인 서당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

문에 서당골이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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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골 

산성산에서 파동 쪽으로 내려오는 넓은 골짜기를 일컫는 지명인데 

이 골짜기를 이루며 북동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의 형상이 용의 머리

를 닮았다고 용두골이라 부르고 있다. 

· 두산동 

두산동은 말뫼란 산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성못을 

둘러싼 산 이름으로는 현재 법이산, 용지봉 등의 이름이 남아 있으나 

지산 범물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용지봉에서 내려오는 산 계곡

을 따라 만들어진 저수지의 이름을 주민들은 말뫼못이라 불렀고, 한자

로 표기할 때는 마산지(馬山池) 혹은 두산지(斗山池)라 했다. 용지봉을 주

봉으로 한 이 산을 전체로 부를 때 법이산이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게 여겨지는 것은 봉수대가 위치한 산봉우리가 이 산의 서편에 치우쳐 

있고 이 산의 극히 일부에만 봉수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용지봉을 주봉으로 한 이 산 전체를 수성들판에서 보면 마치 커다란 

말이 갈퀴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이 

산을 말뫼라 했고, 말뫼 아래의 마을을 말뫼마을이라 했던 것을 일제

가 지명을 한자식으로 바꾸면서 말 두(斗), 뫼 산(山)의 음을 취해 두산

동(斗山洞)이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설에는 두산동은 말뫼를 독뫼와 함께 사용하는 지명으로 보고 독

뫼가 두산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또 이 산의 뒤로 물이 넘어가므로 ‘

물 너미’라 하고 벌판에 있는 산이란 뜻으로 불뫼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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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독뫼는 수성들에서 보면 홀로 우

뚝한 산 이란 뜻으로 쓰여진 것 같고, 물너미는 신천이 만들어낸 충적

평야란 뜻 으로 보이며, 불뫼는 수성들판에 있는 산이란 뜻인 것 같다. 

전설에는 아침 일찍부터 부녀자가 빨래를 하는데 앞에 가로놓인 산

이 이동을 하다가 부녀자가 이 산을 쳐다보는 순간 산의 이동이 그 자

리에 정지되어 우뚝하게 섰기 때문에 독뫼라하고 들판에 서있다고 불

뫼라 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조 때까지 대구부 수동면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달성군 수성면에 소속되었고 1938년 10월 

1일 대구에 소속되어 지금까지 대구에 속하게 된 것이다. 

· 묵넘어 

현 두산동 310번지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현풍에서 피난 온 사람들

이 이룬 마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은 여기 오는 손님은 

반드시 하룻밤을 묵어간다고 ‘묵넘이’라 하다가 그것이 세월이 흘러 ‘

묵넘어’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오래된 것을 말해주는 증거는 

마을 안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새터 

이 곳은 현재 두산동의 동사무소가 있는 마을로 ‘묵넘어’에 살던 일

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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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정 

두산동 일대에는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이 있어 그렇게 부르기도 했

다는 것이다. 

· 불미(불뫼, 벌마) 

두산동 일원을 들판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벌마라 했으며, 벌판에 

있는 산이란 뜻으로 불미라 했는데 새터는 웃불미에 속했고 그 중간을 

중간불미, 아랫쪽을 아래불미라 했다.

· 지산동 

지산동의 유래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재 녹원아파트와 능

인중고등학교 자리가 못을 매웠던 곳인데 이 못의 이름을 둔덕지(屯德

池)라 했고, 이 못의 연원을 이루는 골짜기를 모산골(茅山谷)이라 했으며 

둔덕지의 ‘지’자와 모산의 ‘산’자를 따서 지산동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꿩이 많다고 1684년에는 수동면(守東面) 치산리

(稚山里)라 불렀는데 그 뒤 지금 범물동의 가톨릭 공동묘지가 조성된 산

이 매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해서 매봉이라 부르면서 꿩이 매에게 먹히

는 신세라고 치산을 지산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전하는 얘기로는 1598년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선생이 경상감사

로 재직하면서 모산골을 막아 둔덕지를 만들었는데 이 못에 물이 들어

오지 않아 산허리를 가로질러 물이 고이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도

움을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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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감사는 이같은 공로로 돌아가실 때는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내

용의 비문이 지금의 능인고등학교 교내에 세워져 있었으나 6.25전쟁 

통에 파손 유실 되었다고 한다. 벼슬을 그만두고는 이 못 옆에 영파

정(迎波亭)이란 정자를 짓고 시와 노래로 만년을 보냈다고 전하고 있

다. 그 후 지촌(池村) 양달화(楊達和)가 이곳에 야정(野亭)이란 정자를 짓

고 살다가 이 곳으로 중화 양씨 일문이 옮겨 살면서 마을을 이루었다

는 것이다. 

· 조일골(朝日谷)

지산동의 동남쪽에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해가 뜬다고 조일골이라 

부르는 골짜기에 자연부락이 있었다. 

· 모산지, 모산골

성산의 남서편에 있는 모산지 뒤편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을 못 

안 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못안골이라 불렀는데 그뒤 이 이름이 모산

골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옛날에 벽진 이씨 성을 가진 부자

가 살았는데 이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그 집 며느리가 손님 오

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어느 시주 얻으러 온 스님에게 손님 못오게 하

는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그 스님은 모산골의 물길을 북쪽에서 남쪽

으로 돌리면 된다고 귀띔을 했고, 그 집 며느리는 그에 따라 인부를 시

켜 물길을 돌렸는데 과연 스님의 말대로 손님은 끊어졌으나 살림은 망

했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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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산 

현재 지산동의 양씨 문중 재실인 무학재 뒤산을 무학산이라 부르는

데 일설에는 이 산이 학이 나르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붙인 이름이란 

설과 평소 학이 많이 날아와 앉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란 설이 있다.

· 약시걸 

지금은 없어졌으나 지산 1동 사무소 앞을 흐르던 개울을 그렇게 불

렀는데 개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약효가 있다고 약시걸이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눈병에는 효험이 있었다고 했다. 

· 덕골 

현재 목련아파트 자리로 옛날 이 곳에는 덕걸이란 절이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자밧골, 자박골, 백전골(栢田谷)

현재 청구 호반맨션이 있는 자리로 옛날 잣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이

란 뜻으로 잣밭골이라 했던 것이 자밧골로, 혹은 자박골로, 혹은 백전

골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 죽리(竹里), 중리(重里)

지산동사무소의 뒷 마을을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죽리라 했

다가 그 뒤 중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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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물동 

마을 이름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곳은 대덕산과 용

지봉이 이어지는 험한 산세와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어 옛날에는 범이 

많이 출몰했고 골짜기 아래는 수량이 많은 샘이 있었다고 범물이라 했

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곳에는 70년대까지도 늑대가 나와 가축을 잡

아먹는 일이 생길만큼 밤에는 다니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였다. 또 하나

는 용지봉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어지는 산능선이의 모양이 한자로 무

릇 범(凡)자 꼴을 하고 있고 용지봉 동편의 능선과 골짜기의 모양이 말 

물(勿)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범물이라 했다는 것이다.

· 진밭골, 수전, 물밭 

범물골짝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비스듬한 곳은 논이나 밭으로 부적

합할 만큼 물기가 많아 수전 혹은 물밭이라 불렀고, 그 뒤 질척거리는 

밭 이라는 뜻으로 진밭골이라 불렀다. 

· 가락골 

진밭골 밑의 산골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자연부락을 경치가 아름다운 

골짜기의 마을이라 해서 아름다울 ‘가(佳)’, 골 ‘곡(谷)’이란 뜻으로 이

름을 가곡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이를 가락골이라 불렀다. 

· 용지봉

범물동에서 남쪽 산을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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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다. 전설로는 옛날 어느 때 큰 홍수가 나서 

산이 대부분 물에 잠기고 용 한 마리가 피할 정도의 넓이인 이 봉우리

만 남아 있었고 용은 이 곳에서 홍수를 피했다고 한다. 그 후 마을 사

람들은 이 봉우리가 홍수를 피했던 용의 뿔 같다고 해서 용지봉이라 

했다는 것이다.

· 바우들겅이, 범바들게이, 뱀다들거이 

용지봉 아래로 급경사를 이루는 산줄기와 골짜기를 멀리서 보면 여

성이 누워있는 형상이고 봉우리 아래 여성의 자궁에 해당하는 위치에 

넓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부근에 숲이 자라고 있는데 숲이 무성한 해

는 아래 동네 여인들이 바람이 나지 않고 숲이 무성하지 못하면 바람

이 난다는 속설이 있어 이 곳을 그렇게 불렀다.

· 봉창바우, 샘바우 

용지봉 아래 범물 쪽으로 내려가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에 

물 맛이 좋은 샘이 있다. 이 바위에는 큰 구멍이 뚫어져 봉창바우라고 

하는데 옛날 어느 장군이 화살을 쏘아 큰 구멍이 났다는 전설과 장군

이 머리를 박아 구멍을 뚫었다는 유래의 전설도 있다. 그 바위 옆에 샘

이 있다고 샘바위라고도 부른다. 

· 장군바우

용지봉 아래 큰 바위에 장군이 쉬어 갔다고 붙인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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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동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손처눌 선생이 이 곳으로 옮겨와

서 개척한 마을이다. 그 무렵 현재의 국립대구박물관 뒷산과 경북고 

일대 에는 푸른 산이 에워싸고 있고, 수성들 쪽으로는 가을에 황금 들

판이 펼쳐진 지역이라 하여 황청동(黃靑洞)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968년께는 수북면 황청리와 소지리를 포함한 행정지역이 되었고, 그 

뒤 소지리는 소계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황청동은 주민들이 

저승을 뜻하는 황천동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황금동으

로 바꾸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해 1977년 12월 1일 황금동으로 개

칭하게 되었다.

· 홈골 

황금동을 황청동이라 부를 시절 이 마을의 수성들 지역에는 황금들

판이 펼쳐지고 그 복판으로 지산동과 두산동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마치 넓은 판자에 홈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이 보였다고 해

서 이 마을을 홈골이라 했다. 냇물이 흐르는 곳은 동대구로가 개설되

면서 일부 복개된 상태다.

· 못안 

우방신천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일대가 못이었고, 멀리서 보면 

못 뒤편에 있는 마을이 못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었던 마

을을 못안이라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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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실, 밤골 

지금의 황금네거리 동북편 아파트 지역은 옛날 야산이었는데 산의 

모양이 밤송이 모양으로 생겼고, 산자락의 마을에는 많은 밤나무가 있

어 이 지역을 밤마실 혹은 밤골이라 불렀다. 

· 봉천(奉天)

지금 경북고등학교 자리는 냇물이 흐르지도 않고 수리시설도 없어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려 경작을 했다고 마

을 이름을 하늘만 받들었다고 봉천이라 불렀다.

· 주봉리 

밤골과 봉천 사이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뒤산 봉우리의 생김새가 

뾰죽하게 생겼다고 주봉리라 했다고 한다. 

· 만촌동

이 마을은 임진왜란 무렵 옥천(沃川) 전(全) 씨가 처음 개척해 정착했

고, 그 후 1650년경 달성(達城) 하(夏) 씨와 1810년경 달성(達城) 서(徐) 

씨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다. 지금 청기와 주유소 남

쪽 구릉지에 위치한 이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일조량이 적은 

바람에 벼 농사가 늦어진다는 뜻으로 ‘느지마을’, ‘느지미’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 마을에는 선비들이 많아 글 

공부에 열중 하느라고 파종과 추수가 늦어졌다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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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늦이’를 한자로 지잉(遲芿)이라 표기하기도 했

지만 만촌(晩村)이라고도 표기해 ‘늦’이란 우리말 뜻과 마을을 부르는 ‘

이’라는 우리말 을 붙여 그렇게 한자로 적었던 것이다. 

· 두봉골(斗峯谷)

현 오성고교에서 수성대학교 서편 지역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지명 유래로는 여러 설이 있다. 이 마을 뒷산 모양이 둥근 봉우리라고 

해서 지었다는 설과 두 개의 봉우리가 마주보는 골짜기에 위치한 마

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다. 또 한가지 설로는 옛날

에 홍수가 나서 대지가 모두 물에 잠기었는데 이 봉우리만 두루미 한 

마리가 앉을 만큼의 넓이로 남아 있었다고 해서 처음엔 두리봉이라 하

다가 두봉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음지에 있다고 ‘음지마을’

이라고도 했다.

· 지장골(智章谷, 地藏谷)

2군사령부에서 남부정류장으로 가는 골짜기로 이름의 유래는 두 가

지 설이 있다. 하나는 현재 개미마을과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있는 곳

으로 들판이 길다고 지장이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 이 지

역에 지장사(地藏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다. 이와 

관련해서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있는 자리는 옛날 못이 있었는데 이 못

이름을 지장못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 곳에는 옛날에 지장서당이란 서

당도 있었으며, 이 마을의 주된 성씨는 능성(陵城) 구(具)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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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골(覺界谷)

옛날 달성군과 경산의 경계 지역이라 해서 경계를 깨닫는다는 뜻의 

각계 혹은 경계 지점이란 뜻의 지계(支界)란 이름을 붙인 현 영남공고

에서 서한아파트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 정

씨가 처음 정착하여 개척한 마을이며 서한아파트 자리에는 각계지란 

못이 있었다.

· 담티고개 

남부정류장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현 고가도로에 이르러 고개를 

넘게 되는데 이 고개 주변의 산들이 담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담티고개

라고 했다는 설과 이 고개에 당나무가 있었다고 당터고개라 했던 것이 

담티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

· 암자골, 남작골 

담티고개에서 북쪽편 골짜기를 일컫는 지명으로 일명 남작골이라고

도 한다. 이 곳에는 옛날에 암자가 있어 그렇게 불렀다는 설과 임란 때 

대구에 와서 살게 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죽어 여기에 묻히면서 남

작골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 뱀골 

현 2군사령부 부근의 골짜기의 지명으로 이 곳에는 옛날에 뱀이 많

이 있었다고 그렇게 불렀다는데 지금도 2군사령부 안에 있는 못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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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사동못(蛇洞池)이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 무등산 

현 초원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그렇게 불렀는데 동대구역 철로를 지

나 현재 진로아파트 자리까지 뻗은 산세를 총칭한 것으로 명절 날 동

네 아녀자들이 밝은 달을 벗삼아 춤을 추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고 한다. 

· 쉬일목 

옛날에는 동부정류장에서 대구MBC 쪽으로 가다가 처음 나타나는 

고개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원을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곳에는 숲

이 둘러싸고 있어 행인들이 쉬어가는 곳이라 해서 쉬일목이라 했다. 

쉬일목에는 나그네와 동네 처녀 사이에 얽힌 슬픈 사연의 사랑이야기

도 있다.

· 두루(방)산, 두류산

법원과 대구MBC 뒷산을 두루산 혹은 두루방산이라 하고 한자로

는 두류산(頭流山)이라 한다. 또 쉬일목 뒷산을 작은 두루방산이라 하

고 이 산은 큰 두루방산이라고도 하는데 산 이름을 두루산 혹은 두루

방산이라 하는 것은 생김새가 두리두리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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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곧에골 

효목도서관에서 구 육군통합병원 사이에 작은 산능선 아래로 골짜기

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이 골짜기를 통해 능선에 오르

는 길이 바로 오르는 길이란 뜻을 담고 있어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 샘골 

태백공사 앞에 샘이 있었는데 이 샘으로 인해 이 지역을 샘골이라 했

다. 이 샘은 금호강물이 말라도 마르지 않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고 가

뭄 에도 걱정이 없을 정도였으나 도시 개발로 이 샘이 없어졌다. 

· 고산동(孤山洞)

고산이란 지명이 처음 생긴 것은 일제하인 1914년 경산군 서면이 고

산면으로 개칭 되면서인데 이같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유

명한 고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산서당은 조선조 명종 때 성

동 마을에 사는 지방 유학자 윤희겸 선생이 후학 교육을 위해 서재를 

세우고 퇴계 이황 선생께 서재의 이름을 간청한 바 고산(孤山)이라 했

고 이 곳에 퇴계선생의 글이 남아 있다. 

· 시지동(時至洞)

이 지역에 있었던 조선조 때의 관립 숙박 시설인 시지원(時至院)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 원(院)은 조선조 당시 국내 주요 간선 도로의 일

정 지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공무상의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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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원에는 운영 관리를 위한 관원을 두고 비용 조달을 위한 전답

을 제공했다. 시지원은 부산-청도-경산-대구-서울을 잇는 간선도로

에서 경산 지역에 설치된 원이었고, 당시 대구와 경산간의 통로는 대

구성의 남문에서 신천을 건너 지산동을 거쳐 지금의 대구스타디움(월

드컵경기장) 부근 에서 고산 지역의 시지원 지역을 거쳐 경산 읍내에서 

남성현을 넘었는데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이 시지원에서 묵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월동(沙月洞)

이 마을은 약 370년 전 김해 김씨 일족이 개척했는데 마을 뒤 울창

한 나무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가에는 흰 모래가 달밤이면 너

무나 아름다워 사월이라 이름 지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의 지명 유

래로는 이 마을을 개척한 김해 김씨 할아버지의 묘소 옆에 큰 돌이 네 

개 놓여 있어 처음에는 사돌(四乭)이라 하다가 세월이 흘러 사월로 바

뀌었다고 한다. 

· 욱수동(旭水洞)

이 마을은 약 5백년전 경원이란 선비의 아버지가 처음 개척했는데 

당초에는 현 욱수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다고 상동이라 하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 때 이 곳의 냇물이 맥반석 자갈 위로 흘러 너무 

맑고 깨끗해 햇살에 빛난다고 욱수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욱수골은 총 

6㎞에 달하는 깊은 계곡이다. 이 계곡의 서쪽에는 느리, 참새, 명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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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돌 등이 있고 골 서쪽에는 까꾸랭이, 범둔골, 망월골 등이 있고 남쪽 

에는 봉암마을이 있다. 관내의 자양산(紫陽山)은 흔히 자산(紫山 또는 子

山)이 라 부르기도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박응성이 주도하여 성

을 쌓아 지금도 그 성터가 자산성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 노변동(蘆邊洞)

고려시대에 의성 김씨 일족이 이 마을을 개척했는데 마을 주변에 갈

대가 우거진 곳이란 뜻으로 갈변동이라 부르다가 일제가 1914년 행

정 구역 개편을 하면서 갈대밭 가장자리의 마을이란 뜻으로 노변동으

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같은 유래는 근래 사람들의 입에 의해 전해지

면서 와전된 감이 없지 않는 것은 갈대가 우거진 마을의 언저리에 있

다는 뜻이었다면 처음부터 한자말로 노변동이 맞고, 노변동으로 이름

을 바꿀 당시 갈변동이라 불렀다면 마을 개척기에 칡넝쿨이 무성하다

가 뒤에 갈밭으로 바뀐 것으로 볼수있다. 그래서 처음 지명은 갈변동(

葛邊洞)이 아니었을까.

· 매호동(梅湖洞), 우산(牛山)

이 마을은 본래 매화나무가 많았고 주위에 못들이 산재해 있어 마을 

개척기에는 현재의 경부선 부근인 북쪽에 먼저 마을이 생겨 매화 마을 

이라 하다가 남쪽으로 안동네가 생기는 바람에 새로 생긴 동네를 내매

(內梅)라 했고 북쪽의 본동을 외매(外梅)라 했다. 그러다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고치면서 이 외매 마을과 접경하고 있는 우산(牛山)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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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쳐 매호동으로 고쳤다. 우산이란 지명은 매호동 가운데로 매호천

이 흐르고 동네 뒷산이 암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형상이라 하여 

우산 이라 했다는 것이다. 

· 성동(城洞)

이 마을의 뒤산을 성산이라 하고 이 산에는 삼국시대에 토성을 쌓았

던 흔적이 있고 임진왜란 때도 성을 쌓아 왜적을 막았던 곳이며 여기는 

성산봉수대가 설치되어 하양봉수에 응했던 유래로 성동이라 했다. 이 

곳에는 1850년대에 진용백이란 분이 행자정이란 이름으로 상점을 열

어 행자정 마을이라 부르는 동네가 있었고, 고산서원이 있는 곳의 마

을을 서원 마을이라 했는데 1914년 이 두 마을을 합쳐 성동이라 했다.

· 신매동(新梅洞)

외매 마을의 안쪽에 새로 마을이 생겨 내매라 했는데 외매 마을 부근

에 흐르던 욱수천이 서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물길이 바뀌는 바람

에 서쪽에 새로운 땅이 생기고 여기에 아산 장씨들이 동네를 개척하면

서 동네 이름을 새터, 즉 신기(新基)라 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지역 

개편 당시 내매 마을과 신기 마을을 합쳐 신매동이라 했다.

· 배내, 이천동(梨川洞)

1600년경 김해 김씨 일가가 이 마을을 개척했는데 범물, 지산, 황금

동과 경계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자연 부락으로는 안골, 배내, 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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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뜸, 윗재인골, 아랫재인골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 마을 

앞에 흐르는 냇가에 배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배내라 했던 마을을 

대표 적으로 선택해 이 지역 전체를 1914년 행정 지역 개편 당시 한자

식 표기로 이천동이라 했다.

· 송정(松亭)고개 

현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고개를 송정고개라 부르는 것은 옛

날 이 곳이 울산에서 경산을 거쳐 대구로 오는 길목인데 소나무 숲 속

에 정자가 있었고 이 정자에 행인들이 쉬어갔다는 것이 지명의 유래이

나 지금은 솔숲도 정자도 없다.

· 새청 

이천동 지역 골짜기에 깊은 샘이 있었는데 샘이 얼마나 깊었는데 연

실 한 꾸리가 다 들어갔다고 이 샘을 ‘연골샘’이라 하고 골짜기를 ‘연

골’이라 불러오다가 그 후 샘이란 발음만 살려 샘천으로 부르다가 지

금은 새천이라 하고 있다.

· 팔현동(八峴洞)

파크호텔을 넘어 철로변에 위치한 이 마을은 조선조 초기에 전백영

(全伯英)이란 선비가 개척했는데 그 후손들이 선조의 산소에 향나무를 

심었더니 나뭇가지가 팔자(八字) 모양으로 쳐진데다 이 마을이 고개밑

에 있다는 뜻으로 팔현이라 이름지었다는 설이 있다. 지금도 이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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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팔자형의 향나무가 있다. 또 하나의 설은 이 마을이 옛날에는 고

모령을 넘어 산속 깊이 위치한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고개를 여덟 구

비를 넘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팔현 마을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 옆의 백등산(白燈山)에는 금호강에 먹이감을 찾아 날아온 백

로가 하얗게 모여들어 흰 언덕이 생긴 것 같아 흰덤, 또는 흰서미라고

도 부르고 있고 이 지역은 철새보호 구역이다. 

· 가천동(佳川洞)

고모역의 동쪽 시지동과 경계에 있는 마을로 남으로 펼쳐진 들판으

로 골짝마다 맑은 물이 흐르는데 옛날에는 장뚝못(장태못)이 가장 수량

이 많았고 수세가 좋아 농사에 좋고, 사람 살기 또한 좋아 아름다울 ‘

가’ 내 ‘천’, 마을 ‘동’을 붙여 가천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한때 이 마을 

북쪽에는 고을 원이 살았다고 해서 원당골(員堂谷)이라 불렀고 지금도 

집터가 남아 있으며 말을 메었던 자리를 말미골이라 부른다.

· 대흥동(大興洞), 내환동, 내곶(內串)

대흥동은 행정 동명으로는 내환동으로 통용되어 오다 주민들이 내

우 외환이란 말과 닮아 어감이 좋지 않다며 개명을 요청해와 2002년

에 현재의 지명으로 바뀌었다. 이 내환동은 옛날부터 내곶이라 적고 

주민들은 ‘안곶이’라고 부르던 것을 행정 착오로 곶(串) 자와 한자가 비

슷한 환(患)자로 바뀌면서 잘못 개칭된 것이다. 곶은 땅의 형세가 돌

출된 곳을 부르는 우리말인데 이 곳의 지세가 돌출된 때문에 안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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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했고 그와 대칭되게 돌출된 현재의 삼덕동을 ‘외곶’ 혹은 ‘밭곶’이

라 불렀다.

이 마을의 이름은 고려 현종(1034)때 문충공 연재 선생이 이 곳에 묵

어가면서 동민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곡기(谷己)란 이름을 지어주어 

그렇게 불러오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 당시 속명으로 써오던 내

곶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월드컵 축구경기와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

린 국제 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이 이곳에 있다.

· 삼덕동, 외곶(外串)

약 3백년전 밀양 박씨 일가가 개척한 마을인데 앞서의 안곶이와 대칭

되는 외곶으로 불러오다 1914년에 삼덕동으로 고쳤다. 이 곳 역시 마

을 옆으로 흐르는 강쪽으로 마을 지형이 돌출하고 있어 외곶이라 했다. 

· 덕천(德川)

대덕산 아래 흐르는 좋은 물이란 뜻으로 덕천이라 했다. 

· 연호동(蓮湖洞)

이 마을은 조선조 인조(1635) 때 제갈문몽(諸葛文夢)이란 선비가 개척

했는데 이 곳에다 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어 마을 이름을 연호동 혹은 

연지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곳은 지금도 많은 못이 산재해 있고 수

초들이 자라고 있지만 옛날에는 홍수가 지면 금호강 물이 이 곳까지 

들어와 온통 벌판이 호수처럼 보이는 늪지대가 되고 여기에 연꽃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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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연호지 이름에 걸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지를 중심으로 윗마을을 상연지, 아랫마을을 하연지라 하고 그밖

에 자연부락으로 안뜸, 아랫마실 등이 있다.

· 도장(陶場)골과 도장지 

연호동에서 고모동으로 가는 길목에 양지바르고 흙이 좋아 옛날에

는 옹기 그릇을 구워 파는 옹기굴이 있어 이 지역을 도장골이라 불렀

고, 옹기 재료인 흙을 판 자리에 농업용수를 저장해 못으로 사용하면

서 이 못을 도장못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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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가사와 시가

수성 지역에는 채집된 민요나 소리 가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

만 고산동 안곶이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던 고산농악에서 지신밟기 사

설인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고방풀이, 용왕풀이, 고방풀이, 방앗간풀

이, 마구간풀이, 마당풀이 등 여덟 과정이 전해지고 있고, 고산서당 주

변의 빼어난 경관을 노래한 ‘고산10경’이란 시가 남아 있다. 근현대에 

와서 일제 질곡하에 숨막히는 심정을 수성들을 두고 노래한 이상화 시

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해방전후 무렵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난 숱한 이산의 한을 애절한 사모곡으로 읊은 호동아 작사, 박시

춘 작곡의 ‘비내리는 고모령’ 등은 특기할 만하다.

· 지신밟기 사설 

(1) 성주풀이 

어루 지신아 / 지신밟아 누르자 

이 집지은 대목은 / 어느 대목이 지었소 

박대목이 지었나 / 김대목이 지었나 

그중에서도 도대목이 / 용머리에 터를 닦아 

호막주추 / 유리지동 

사칸팔측 집을 / 지을라하니 

성주 지동이 / 부족이라 

앞집에 김대목아 / 뒷집에 박대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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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닭 울어 밥해먹고 / 두회 울어 신발하고 

연장 망태 둘러매고 / 첩첩산중 들어가서 

그 나무 한 주 실 듯하여 / 그 나무 한 주 잡아 노니 

황색독색 새끼치고 / 까막까치 알을 낳아 

그 나무도 / 부정이라 

또 한 나무도 잡아노니 / 토끼 선생하는 말이 

그 나무 나자 내 나자 / 그 나무도 부정이라 

가자 가자 들어가자 / 강원도로 들어가자 

강원도라 금강산 / 상상봉을 올라가서 

그 나무 한주/ 담아놓고 

동쪽으로 뻗은 가지 / 서쪽으로 옭은 가지 

높은 가지 활가지 / 낮은 가지 젖가지 

은장도 드는 칼로 / 이리저리 다쳐놓고 

대톱도 걸어놓고 / 소톱도 걸어놓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 배가 고파 못하겠네 

못하겠네 못하겠네 / 목이 말라 못하겠네 

이 집이라 대주양반 / 어딜 가고 안오시노 

술 한잔 없거들랑 / 찬물 냉수 한잔 주소 

서른서이 역꾼들아 / 이내말씀 들어보세 

배고프면 밥을 먹고 / 목마르면 술잡수소 

밀어라 톱질이야 / 당겨라 톱질이야 

서러렁 서러렁 / 톱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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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러렁 허러렁 / 톱질이야 

상통은 베어다가 / 옥왕전에 시주하고 

중통은 베어다가 / 나라님전 시주하고 

어떤 나무 팔자좋아 / 우리나라 용상되노 

어떤 나무 팔자좋아 / 공자님에 두근되노 

어떤 나무 팔자좋아 / 이 집 성주가 되었노 

이 집을 세웠으면 / 자자오로 세웠나 

자자오로 세웠으면 / 장자문을 달았나 

어따 그 집 / 잘지었다 

/ 나무아미타불 

이리저리 붙인 입춘 / 연연하고 잘그렸다 

입춘하니 대길이요 / 건양하니 다경이라 

소지하니 황금출이여 / 개문하니 만복래라 

이 집짓고 / 삼년만에 

아들 형제 팔형제 / 팔형제 칠형제 

한살 두 살 말을 배워 / 십오세에 글을 배와 

경주 서울 첫서울 / 과거하기만 힘을 쓰오 

과거라고 하신 후에 / 정승판서 유진하소 

이집이라 대주양반 / 동서남북 다녀도 

남의 눈에 꽃이 되고 / 남의 눈에 잎이 되고 

이집이라 나무 대신 / 치장 한번 하여보자 

오동장농 객기쇠에 / 너모빗집 끼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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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같이 허튼 머리 / 물결같이 빗겨내려 

앞에는 은봉채여 / 뒤에는 금봉채라 

남갑사 겹저고리 / 홍갑사 겹치마에 

의복단장 하였으니 / 자식치장 하여보자 

부모는 천년수요 / 자식은 만년수라 

막아주자 막아주자 / 열두달 막아주자 

정월이라 드는 살 / 이월 무방수 막아주고 

이월 드는 살 / 삼월삼짇날 막아주고 

삼월이라 드는 살 / 사월 초파일 막아주자 

사월이라 드는 살 / 칠월칠석에 막아주고 

팔월이라 드는 살 / 구월구일에 막아주고 

구월이라 드는 살 / 시월 상달에 막아주자 

(2) 조왕풀이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 어루 지신아 

지신 밟아 / 누르자 

조왕각시 / 찾아가자 

조왕아 각시야 / 무얼 먹고 부랐노 

큰 솥에 안친 밥 / 작은 솥에 안친 밥 

먹고남고 쓰고남고 / 태산 같이 부라주소 

은종지로 부란나 / 금종지로 부란나 

쌀독안에 부인 각시 / 몰독안에 용왕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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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고방풀이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 밟아 / 누르자 

장고방을 / 찾아가자 

큰 독은 닷말 독 / 작은 독은 서말 독 

작은 독에 꿀치고 / 가리독에 좀친다 

(4) 용왕풀이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 밟아 / 누르자 

용왕님전 / 찾아가자 

동해바다 용왕아 / 서해수를 땡기소 

서해바다 용왕아 / 동해수를 땡기소 

남해바다 용왕아 / 북해수를 땡기소 

북해바다 용왕아 / 남해수를 땡기소 

물밑에 용왕아 / 은하수를 땡기소 

엇다 그물좋다 / 꿀떡꿀떡 잡소

엇다 그물좋다 / 꿀떡꿀떡 잡소 

(5) 고방풀이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 밟아 /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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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으로 / 찾아가자 

들라라 들라라 / 삼천석을 들라라 

들라라 들라라 / 오천석을 들라라 

들라라 들라라 / 오천석을 들라라 

(6) 방앗간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 지신 밟아 누르자 

가자가자 찾아가자 / 방앗간을 찾아가자 

이방아가 뉘방아고 / 강태공에 조직방아 

강태공은 어디가고 / 방아 하나만 남았노 

서서찧는 화식방아 / 만첩산중 물레방아 

물힘으로 돌아간다 / 엇다 그 방아 좋다 

낮이나 밤이나 / 털커덩 털커덩 

쌀천석을 찧어라 / 억만석을 찧어라 

(7) 마구간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 지신밟아 누르자 

가자가자 찾아가자 / 마구간을 찾아가자 

누르자 누르자 / 마대장군을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 촛대장군을 누르자 

소라고 매거들랑 / 고래소가 되어주소 

말이라고 매거들랑 / 오초말이 되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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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다 / 그소좋다 

나가면은 반마리 / 들어오면 온마리 

엇다 / 그소좋다 

나가면서 / 고래소리 

들어오면서 / 고래소리

(8) 마당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 지신밟아 누르자 

어루어루 지신아 / 지신밟아 누르자 

앞에는 앞노적 / 뒤에는 뒷노적 

노적노적 삼노적 / 구슬노적 풀노적 

위에 섬에 싹이 나고 / 밑에 섬에 움이 나네 

일년 하고 열두달 / 과년 하고 열석달 

삼백하고 육십일 / 하루같이 점지하고 

잡귀잡신은 다내치고 / 만복은 이리로 

· 고산서당8경(孤山書堂八景) -운계(耘溪) 서석보(徐錫輔)

- 일경(一景) <北嶽靑嵐(북악청람)>

終朝嵐氣滴層宵(종조람기적층소) 

何事何人巧展綃(하사하인교전초) 

賴有林巒相對起(뇌유림만상대기) 

纖埃飜向比中消 (섬애번향비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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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과 함께 이지랑이가 아롱거리니 

누구의 교묘한 솜씨로 비단을 펼쳤느냐 

아름다운 숲이 둘레를 가리워 

한점 티끌도 침노하지 못하리 

- 이경(二景) <南溪晩霞(남계만하)> 

霞凝水抱村南(동하응수포촌남) 

孤鷺齋飛過野潭(고로재비과야담) 

莫使林風吹散盡(막사임풍취산진) 

靜中相對氣弘含(정중상대기홍함) 

노을은 물결처럼 남촌을 감도니 

백로는 못인줄 알고 펄펄 날아 드는구나 

바람불어 흩지마라 

고요가 깃든 곳 호흡이 좋아 

- 삼경(三景) <琴湖漁舶(금호어박)>

薄理漁舟向遠津(박리어주향원진) 

滿江蓼月日時新(만강료월일시신) 

我歌欲和夷溪櫂(아가욕화이계도) 

誰識竿頭進步人(수식간두진보인) 

고깃배 닻줄 풀어 기슭으로 내려가니 

그윽한 갈대 밭에 달빛도 새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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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한 곡조로 

무이구곡(武夷九曲) 화답하리 

- 사경(四景) <우산목적(牛山牧笛)>

平川雨歇草如烟(평천우헐초여연) 

牛背靑山路一邊(우배청산로일변) 

惑恐臨水人洗耳(혹공임수인세이) 

倒騎驅入夕陽天(도기구입석양천) 

냇가 비그치고 풀은 우거진데 

소타고 돌아오는 목동의 길 

행여 누가 냇물에 귀씻을까봐 

소 몰아 석양에 내를 건넌다. 

- 오경(五景) <菱沼游魚(능소유어)> 

牣躍天機水共長(인약천기수공장) 

忘筌不較世閒忙(망전불교세한망) 

莫言至樂魚非我(막언지락어비아) 

看到菱潭氣欲凉(간도능담기욕량)

천기로 뛰노는 물속의 고기는 

세인이야 낚시를 오거나 말거나 

고기 아닌 나도 고기와 같이 

능담을 굽어보며 즐거워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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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경(六景) <柳堤新鶯(유제신앵)>

春光就暖柳消寒(춘광취난류소한) 

拂地金絲暎水欄(불지금사영수난) 

敎得新聲韶鳳雜(교득신성소봉잡) 

悠然乘興隔林看(유연승흥격림간) 

봄빛은 따사롭고 버들은 푸르른데 

금사를 희롱하는 꾀꼬리 세계는 

봉황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숲속을 오락가락 흥에 겹노라. 

- 칠경(七景) <蒼崖老柏(창애노백)>

亭亭老柏俯淸溪(정정노백부청계) 

蒼翠交柯色正齋(창취교가색정재) 

霜雪重封無奈爾(상설중봉무나이) 

獨燐孤節强今題(독인고절강금제) 

냇가의 정정한 늙은 잣나무 가지는 

우거져 한 빛으로 푸르네. 

모진 눈서리도 견뎌내거니 

곧고 맑은 절개 자랑하노라 

- 팔경(八景) <平沙夢鷗(평사몽구)> 

鳴鷗向午入沙汀(명구향오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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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草和烟十里靑(강초화연십리청) 

玉潔其身塵不染(옥결기신진불염) 

有時飛去有時停(유시비거유시정) 

한낮 모래밭에 졸고 있는 저 갈매기 

아지랑이 몰고 강풀은 십리에 푸르구나 

옥같이 깨끗한 몸 티끌 하나 묻지 않고 

때로는 날아가고 때로는 쉬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상화(尙火) 이상화(李相和)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길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 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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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 밤 자정이 넘어 나리든 곱은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이가 기심을 매든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 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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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비내리는 고모령(顧母嶺) - 호동아 작사, 박시춘 작곡 

1.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을  

넘어오던 그 날 밤이 그리웁구나 

2.  맨드라미 피고지고 몇해이던가  

물방아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아  

어이해서 못잊느냐 망향초 신세  

비내리던 고모령을 언제 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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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화음식 

수성구에는 언제부터인가 시가지의 조성과 확장, 변모에 따라 전래

되는 음식과 새롭게 개발되는 음식들이 지역에 따라 특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 곳에는 수성못 들안길 음식거리의 식당과 음식들이 세

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 수성못 들안길 음식점 거리 

수성전화국에서 수성못 방향으

로 뻗은 도로는 도로좌우에 대형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

어 한 때 전국 제일의 음식점 거

리로 손꼽힌 대구의 명물 거리다. 

이 곳은 1990년 우리나라에 마이

카 시대가 열리면서 대구에서 큰 도로와 수성유원지를 끼고 있는 장

점을 살려 많은 음식점이 들어섰고 이 때문에 ‘먹자골목’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 소문이 너무나 널리 퍼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게끔 되었다. 여기에 들어선 음식점은 약 130개업소로 갈

비집, 일식집, 민속횟집, 한식집, 레스토랑, 뷔페, 구이집 등 여러 종

류가 있으며 국수, 보쌈, 해장국, 장어, 복어 등 한두 가지만 취급하는 

집도 있다. 이 지역의 업소들은 여기서 처음 개업한 음식점도 있으나 

상당수의 업소들은 이미 수십년간 대구 지역의 이름난 명가 음식점들

▷ 들안길 음식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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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옮겨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일류의 음식점들도 많다.

· 수성못 먹거리타운 

대구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처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

지로 잘 알려진 수성못 일대에 자

리잡은 수성못 먹거리타운은 카

페, 베이커리, 스테이크, 파스타 

등으로 유명한 업소가 많으며 약 

130여개의 업소에서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함께 옥외영업이 허용이 된 지역으로 옥

상 및 테라스에서 좀 더 멋진 수성못의 풍경도 즐기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로 유명하다.

· 범어 먹거리타운 

교통과 금융, 관공서가 밀집한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뒤편에 

위치한 범어먹거리골목은 예전 

범어시장을 중심으로 오래된 음

식점들과 새롭게 생긴 음식점들

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삼겹살

을 비롯해 양곱창, 쫄갈비, 수제맥주, 카레, 쌀국수 등과 함께 SNS나 

▷ 수성못 먹거리타운

▷ 범어 먹거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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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에 많이 올라오는 맛집들이 즐비한 곳으로 낮에는 직장인들

의 점심 한끼를 책임지고 저녁에는 회식 및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주

로 찾고 있는 곳으로 중식, 일식, 양식, 식육, 횟집 등 여러 종류의 밥집

과 술집,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70여개의 다양한 업소가 ㅠ자형 골목

에 어우러져 있어 맛집을 찾아다니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인기있는 

업소들이 많은 수성구의 대표 먹거리골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 범어천 먹거리타운

수성구 신천시장(청구네거리~

수성네거리) 760m의 구간 양옆

으로 족발, 막창, 치킨 및 맥주, 와

인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춘 90여개

소의 음식점들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 범어천 먹거리타운



제7편

현대의 
기관과 명소  





대구의 뿌리 壽成286

수성구는 대구의 행정 중심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구를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중심지역이다. 문화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게 알려

진 종합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과 도시하천 신천, 도로정

원을 가진 동대구로, 음식문화의 전시장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이 있

고, 대구국립박물관, 어린이회관, 수성아트피아 등 현대적 문화 시설

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행정, 사법, 군사적인 기관으로도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

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경찰청, 수성구

청, 육군제2작전사령부‘ 5관구사령부 등이 소재해 있고, 교육기관으

로는 대구의 8학군으로 불릴만큼 학력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교육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제조업체는 없지만 대구은행 등 대구 경북의 금융 허

브가 이 곳에 있고, KBS, MBC, TBC 등 대구의 주류 방송언론사들이 

현대의 기관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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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몰려 있어 이 지역의 주민들 수준과 관련 대구의 정치1번지란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구의 중심적 영향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제 수성구는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선사시절부터 상당 기간 대

구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되는 수성과 달성 가운데 수성이 달성을 이끌

어가던 힘을 가졌던 신라이전 시대와 유사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지역의 대표적 현대 주요 기관과 명소들을 소개한다. 

· 수성구청 

1980년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된 후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로 승격했고 1995년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승

격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수성구 범어동 238-3에 청사가 소재하며 조

▷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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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4과), 사회사업국(4과), 도시

국(5과) 등으로 구성 되었고 산하에 보건소와 23개 동사무소가 있다가 

여러차레 변천을 겪었다. 2020년1월1일부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5

국 1실 1단 25과로 부서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

책추진단, 감사실이 생겼고,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

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두었다.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일자리

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등을 설치했고 문화교육국에

는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을 두었다.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

환과, 녹색환경과를 설치하고 도시국에는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를 두었다. 구청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를 두고 하부행정기관으로는 23개동을 설치했다. 2008년이후 

행정조직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02.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1실 12과 1단)  

○ 2008.10.3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1실 12과 1단)

○ 2010.08.10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14과)

○ 2011.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1단 14과)

○ 2012.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1단 18과)

○ 2013.09.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2단 19과)

○ 2014.10.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3단 19과)

○ 2015.07.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2실 2단 1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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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 2016.07.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 2017.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 2017.07.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4국 2실 2단 20과)

○ 2019.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3국 1본부 3실 22과)

○ 2020.01.01 행정조직개편(구본청 - 5국 1실 1단 25과)

2016년부터 주민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에 복지

전담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

경했다. 2016년 6월 30일 일부동의 명칭을 변경한 이래 2018년 10월 

1일 수성구 23개 모든 동을 변경 완료했다.

 

· 수성문화원 

2005년 11월 9일 설립 인가를 

받고 16일 개원한 수성문화원은 

수성구 지역의 문화원으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으

로 조직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수

성구 들안로16길 78의 2층 건물

에 갤러리 수성, 아트홀, 회의실, 사무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보유하

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각종 전시회와 공연,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가지

며, 주민 축제로는 상화문학제, 대구 고모령 효축제, 수성사직제 등을 

▷ 수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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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문화대학, 수성예절대학 등의 사업

을 하는 한편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하고있다. 

· 신천 

대구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대표적 하천이며 가창의 팔조령에서 발

원한 물과 비슬산 정상 동편 산계곡에서 발원해 기세계곡을 지나 용계

동 에서 합류하고 일부는 병풍산에서 발원한 범어천이 동신교 부근에

서 합류한다. 이 하천은 용두산 밑을 통해 파동과 상동, 중동, 수성동

을 거쳐 침산교 부근에서 금호강과 합류한다. 이 하천이 달구벌과 수

성벌을 부채꼴 모양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구를 만든 어머니 

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상류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

▷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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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선 이 하천을 수성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하천은 한 때 오염으

로 패강의 위기에 처했으나 대구 시민의 노력으로 수달이 서식하는 국

제적 환경 하천으로 되살아나 서울 청계천 복원의 모델이 되었고 대

구가 국제적 환경 도시로 인정받는 역할을 했다. 아름다운 고수부지

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많은 시민축제가 벌어지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에 소재하는 각종 국제적 체육대회를 개최한 

세계적 종합경기장. 1997년 7월 28일 착공, 2001년 5월 20일 완공했

으며 규모는 51만2479㎡, 건축면적 4만7407㎡, 연건평 14만1579㎡

▷ 대구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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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린 제17회 세계월

드컵축구 경기가 월드컵 경기 사상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고 공

동주체국인 한국과 일본의 20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주요 경기를 치

루면서 세계적 경기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3년 1월에는 

세계대학생들의 체육축전인 대구유니버시아드가 열려 국내외에 명품 

종합경기장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2011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이 곳에서 열림으로써 이 경기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의 

하나가 되었다. 

· 동대구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에서 대구 MBC 네거리까지 광역

시도 77호선인 폭 70m의 이 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의 

하나이다. 도로 중앙에 한국 토종 수목을 중심으로 사철 꽃이 피는 도

로 정원이 조성되어 한국식 정원과 수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

적 명소라 하겠다. 특히 범어네거리에는 5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신

목으로 우뚝 서 있고 주변은 지역의 금융업체들이 몰려있는 대구의 맨

하탄과 같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 수성못 

이 못은 용지봉 서편 줄기인 법이산 아래 수성들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두산동 소재 저수시설로 일제강점기인 1924년 9월 27일 착공 이

듬해 10월 30일에 완공한 저수지이다. 못 둘레 2020m, 저수량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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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규모이나 건국 후 공업화와 더불어 수성들이 주택 및 상업용지로 

바뀜에 따라 수리시설로서의 용도는 패기되고 동대구로의 건설로 수

성못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1983년부터 대구 시민에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총넓이 1,085,000㎥인 이 못은 대구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휴

식공간으로 변하면서 못둘레의 가로에 벚나무 등 많은 가로수를 심어 

산책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못에는 물놀이 기구가 못 밖에는 많은 유기 

시설이 즐비해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최근에는 못주변에

서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고 못안에는 레이져쇼를 벌여 전국적으로 명

승지가 되고 있다. 

▷ 수성못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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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아트피아 

2007년 4월 30일, 지산동 1137-3에 개관한 수성아트피아는 수성

구의 대표적 문화예술시설로 1,167석의 좌석을 갖춘 공연장 용지홀

과 324석의 좌석을 갖춘 소공연장인 무학홀, 종합적 전시를 할 수 있

는 호반 갤러리,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하는 멀티아트홀, 야외의 다양한 

공연을 수용할 수 있게 한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가진 아름다운 건

물이다. 명품문화공간이 될 것을 표방하고 활발한 공연 전시 활동을 

펴고 있다. 

· 수성구민운동장 

이 구민운동장은 범어공원 지역인 범어동 355번지의 22,260㎥ 부지

▷ 수성아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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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성된 수성구민을 위한 운동장 시설이다.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

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생활 체육의 터전이 되고 있다. 

· 대구미술관

2011년 5월 26일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40(삼덕동 374)에 개관

한 대구미술관은 대지면적 71,202㎡, 건축면적8,807.27㎡, 연면적

21,701.44㎡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건물구성은 지하1층에 프로젝트 

룸, 수장고, 기계설비실, 지상1층에 1전시실, 어미홀, 강당, 사무공간, 

지상2층에 2-5전시실, 지상3층에 정보센터,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

다. 직제로는 학예연구실, 행정지원과 등 2개과를 두고 이인성미술상 

시상 등을 하고 있다. 

▷ 대구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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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제일관 

1980년에 수성구 만촌동 산 90에 옛 대구성의 남문을 복원한 것이

다. 본래 대구성의 남문은 현 약전골목과 동아쇼핑 옆 골목과 마주치

는 네 거리 부근에 있었고 이 문을 영남제일관이라 불렀는데 일제침

략 과정에서 을사늑약이 강제된 후 일제의 주구 박중양이 대구부사 재

임 당시인 1906년 이를 철거했다. 건국 후 현재의 자리에 복원 했으

나 누각의 웅장함은 당시 건물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대구의 동

편 진입 관문이 되면서 금호강을 내려다보는 주위 경관 때문에 명소

가 되고있다. 

▷ 영남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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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폭포 

두산오거리의 동남편 산자락에 위치한 이 인공폭포는 1997년에 만

들어졌는데 주변에 산기슭과 수성못 등이 위치해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폭 17m, 높이 10m, 면적 1500㎥의 

규모로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로 주위를 식혀주고 겨울에는 고드름으

로 운치를 더해준다. 

· 고모령 노래비

수성구 만촌동 57번지에 세워

진 고모령의 전설과 이를 바탕으

로 한 대중가요 ‘비내리는 고모

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

이다. 고모령 노래비는 경부선 철

도의 부설과 인터불고 호텔의 건

립 등으로 고모령 부근 야산에 세

워지게 되었다. 

· 범어동 법조타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6-1 지역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대구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이 모여 있고 이 일대

에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법조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1973년 도시계획에 따라 이전

▷ 고모령 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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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있어 온 각급 법원 청사와 검찰청 청사를 이전하면서 조성된 것

이다. 

· 대구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 2가 119-2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대구광역시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교육행정 기관이다. 1981년 대구직

할시 교육위원회로 발족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 의결 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분리

되었다가 1995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직은 2국 

10과 4개 지역 교육청, 9개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다. 

▷ 대구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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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 경찰청 

수성구 지산동 720(무학로 105)에 위치한 대구지방경찰청은 1981

년 7월 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구직할시 경찰국으로 발

족했고 1991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경찰청으로 승격했으며, 조직으

로는 청장과 그 산하에 2부, 2담당관, 9과, 1실 5직할대, 49계가 있다. 

직할대에는 1, 2, 3 기동대, 여경기동제대, 특공대, 기동1중대가 있다.

· 3대 지역방송국 

지역의 KBS, MBC, TBC TV 방송국 3개국이 모두 수성구에 몰려 

있다. 

· 국립대구박물관 

수성구 황금 1동 산 41에 위치

한 이 박물관은 대구 경북 지역의 

출토 유물을 보존 관리 연구하기 

위해 1994년 12월 7일에 설립 개

관 했다. 이 박물관은 고고실, 미

술실, 민속실 등 상설전시실과 기

▷ 대구MBC 방송국 ▷ KBS대구 방송국 ▷ TBC 방송국

▷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의 뿌리 壽成300

획전시실을 갖추고, 유물을 보관하는 2개의 수장고와 체험학습실, 시

청각실, 도서실 등도 구비하고 있다. 해마다 대구 경북권의 문화 유적

과 유물에 대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매장 유물에 대한 

발굴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 대구은행 

수성구 수성 2가 118에 위치한 대구은행은 대구 경북권에 유일하게 

본점를 두고 있는 지방은행으로 1967년 10월 7일 자본금 1억 5천 만

원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이다. 지역 경제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은행은 은행장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7개 본

부와 연구소,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고 있다. 

▷ 대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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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회관 

수성구 황금 2동 632-2에 위치한 어린이회관은 1983년 11월 15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겸한 과학 탐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 개관되었다. 이 시설에는 문화관, 꾀꼬리극

장, 희귀선인장 온실 등을 갖추고 갖가지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연주

를 하고 있으며 야외에는 인공폭포, 어린이 열차, 회전열차, 수목원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해 놓았다. 

▷ 어린이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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