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자, 
수성구로 가자!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자수성 ? 

논어 옹야편의 인자수(仁者壽)와

수성구의 수성(壽城)의 합성어로

생동감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즉,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를 의미

인자란, ‘인제’의 사투리로 

 ‘바로 이때’를 의미합니다.





인자, 
수성구로 가자!

수 성 구 관 광 안 내
Suseong-gu Tour Information





관광명소

14  호수공원 수성못
17 국립대구박물관
18 범어대성당
19 범어도서관
20 수성아트피아 / 한영아트센터
21 대구미술관 / 수성패밀리파크
22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3 대구스타디움 / 대구육상진흥센터
24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25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장 / 
 수성구 한국전통문화공연장

문화재

28 모명재 / 두사충묘
29  영남제일관 / 고모령비
30 무동재 / 오천서원
31 노변동 사직단
32 고산서당 / 상동 지석묘군
33 이공제비 /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34 독무재 / 하효자정려각
35 천미사
36 야수정

INTRO

10 교통정보(대구도시철도)
12 수성구 관광안내

 인자, 
수성구로 가자!

C O N T E N T S

산책로

38 욱수골
 만보산책로 / 봉암누리길
40 진밭골 산림공원
41 용지봉 / 천을산
42 모명재 누리길
44 문화유적 둘레길

행사·축제

46 수성못
47 고모령 효 가요제
48 상화문학제
 수성사랑음악회
 야외썰매장
 수성 건강 한마당
 천을산 해맞이 행사

숙박시설

62 특급호텔
64 그린스텔
66 일반 숙박업소 안내

추천 음식점

54 들안길 먹거리타운
55 범어천 먹거리타운(신천시장)
 범어먹거리타운(그랜드호텔 뒷골목)
56 수성못 카페거리 & 먹거리타운
 신매광장
57 수성구 음식점 안내
60 대구10味

관광투어프로그램

50 정호승 시노래 투어 - 1일차
51 정호승 시노래 투어 - 2일차
5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성구 의료관광 투어



즐거운 
수성구 여행,
대중교통
백배
활용하기!

#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교통 중심지 역할을 담당. 인근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있다.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대한민국 유일무이 모노레일 대중교통. 지상 10m
높이에서 도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를 따라 건설되

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동시에 운영되는 

대구광역시 버스 교통의 허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낸

안전이 검증된 모노레일, SKY RAIL(하늘열차)

대구 도시철도 노선도

지상에서 운행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전국 최초 

대중교통용 모노레일로 조망권이 좋아 달성공원, 

어린이회관, 수성못 등 관광명소와 대구시티 

투어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3호선은 어린이 

전용 테마열차와 시민 힐링열차를 함께 

운영하여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힐링’의 

역할을 하고있다.



관광안내 관광통역안내 대표전화 1330(국번없이)

수 성 구 청 관 광 과 (053)666-4911~7 

수 성 구 의 료 관 광 안 내  (053)666-5200 

수 성 못 관 광 안 내 소  (053)761-0645 

수 성 구 청 문 화 체 육 과 (053)666-2161~4 

수 성 구 청 공 원 녹 지 과 (053)666-2861~4 

대구시티투어(테마여행) (053)627-8900 

대 구 관 광 정 보 센 터 (053)627-8986 

대 구 광 역 시 관 광 협 회 (053)746-6407 

대 구 의 료 관 광 진 흥 원 (053)253-1560 

대   구   관   광   뷰   로 (053)382-5220 

대구국제공항관광안내센터 (053)984-1994 

대구경북관광안내소(동대구역) (053)939-0080 

대 구 역 관 광 안 내 소 (053)660-1432 

대 구 광 역 시 관 광 과 (053)803-3881 

대구관광문화정보시스템 http://tour.daegu.go.kr

교통안내 대구시 버스노선안내시스템 businfo.daegu.go.kr 

1 2 0 달 구 벌 콜 센 터 (053)120 

대  구  국  제  공  항 (053)980-5290 

철      도      안      내 1544-7788 

대 구 도 시 철 도 공 사 (053)643-2114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053)756-9908 

고 속 도 로 교 통 정 보  1588-2504 

수성구의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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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은 원래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조성된 인공

연못이었으나, 현재는 대구 시민이 사랑하는 데이트 

명소이자 가족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연못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는 벤치가 조성되어있고, 

연못 가운데에서는 오리배와 유람선을 탈 수 있다. 

5월에서 10월까지 매일 2회 영상음악분수 야간

공연이 진행되며 버스킹 공연과 정기 공연도 

수성못 곳곳에서 진행된다. 또한 주변에 아르떼 

수성랜드와 카페거리 등이 조성되어 있어 대구를 

찾는 관광객과 연인들,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의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호선 수성못역 1번출구

수성못앞/건너  401, 410, 410-1
두산동주민센터앞/건너
403, 410, 410-1, 449, 564

INFORMATION

수성못

수성못 주변시설

영상음악분수

오리배 & 파티보트 둥지섬

수변데크로드

수성못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90m, 
폭 12m, 물줄기 높이 70m의 전국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분수로, 하늘로 
솟구치는 물줄기는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춘다. 이와 함께 워터
스크린의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 쇼가 환상
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운영기간 5월~10월 (4회/일)
운영시간  주간 13:00 / 16:00(2회/40분) 

야간 20:00 / 21:00(2회/30분)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우천 시 가동중지

추억과 낭만이 함께하는 오리배 유람을 
빼놓을 수 없다. 야간에는 파티보트 선상
에서 수성못 주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
할 수 있다. 

운행시간 일출 ~ 24시 까지 

둥지섬은 수성못 가운데에 있는 작은 
인공섬이다. 그간에는 달리 정해진 이름이 
없었으나, 2015년 시민 이름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둥지섬이란 이름은 
사람이나 새들의 안식처를 의미한다.

수성못 주변을 따라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어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책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주간에는 데크로드를 
따라 조성된 수생식물 사이를 헤엄치는 
오리들을 볼 수 있고, 야간에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조명의 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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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주변시설

상화동산, 시문학거리

수성못 관광안내소 & 북카페

수성못 카페거리

아르떼 수성랜드, 파크랜드

수성못과 수성들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이다. 수성들을 거닐며 시대의 아픔을 온몸 
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청년 상화를 수성못 상화

동산과 시문학 거리 주위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상화동산에서는 수성구
의 여러 행사와 축제가 
수시로 열린다.

상화동산 동편 입구에 위치한 수성못 관광안내소는 
관광객들의 궁금증 해소와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스토리텔러가 수성구의 이야기를 전문성 있게 전달 
한다. 

운영시간  평일 13:00~19:00 / 주말 10:00~19:00 / 
동절기 09:00 ~ 18:00

수성못 동편 메인 도로를 따라 파스쿠찌, 스타벅스 등 
20여 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아기자기한 카페
들이 줄지어 있다. 이곳의 카페들은 수성못의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가벼운 산책 후에 
휴식과 함께 그 여운을 느끼기에 좋다.

아르떼 수성랜드는 미니기차 등의 놀이기구를 비롯해 
도예 공방, 허브 공방 등의 체험시설과 아이스 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VR 체험센터와 비행기 카페, 매점, 
타로카드 등의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별빛 가든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

유산을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문화 

시설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중 운영

하고 있어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10:00 ~ 19:00 
(※관람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관람료 무료(단, 유료 특별·기획전시 제외)

기타 박물관  박물관 수(자수·민화) 
국채보상로186길 79 
DGB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3층 
아이니테마파크 과학관 
유니버시아드로140 스타디움몰

국립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053-768-6051

국립대구박물관앞/건너
100, 100-1, 234,  349,  449,  524,  
수성1,  수성1-1,  수성3,  수성3-1,   
순환3, 순환3-1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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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교좌성당 범어천주교회,  

통칭 범어성당은 아치 형태의 로마네스크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완공되었으며 2,500석 

규모의 대성당을 자랑한다. 2016년 5월 22일에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교좌 범어대성당에 

봉헌된 파이프 오르간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네 개의 오르간이 소리 사각

지대 없이 입체적인 음향을 빚어내며 독일 에

센대성당 콘셉트로 신자들의 찬미가 천상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형상화시켰다. 

범어대성당

사진 : Kyung-Jin LEE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90

053-744-1394

범어쌍용예가앞/건너
234, 323, 413, 509, 동구 1, 동구 1-1, 
순환2, 순환2-1

INFORMATION

범어도서관
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수성구립 범어

도서관은 17만 4,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어린이자료실, 상설전시실, 국제 자료실, 평생

학습관,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센터가 한 곳에 

모여있어 문화·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적 조형미를 살린 특색 있는 관사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  평일 9:00~22:00 
어린이자료실 : ~18:00 / 국제·종합자료실 : ~20:00)  
토·일요일 9: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053-668-1600 

2호선 범어역 8번출구

수성구청건너  100-1, 900, 990, 991, 309, 
323, 413, 509, 609, 649, 724, 840, 939, 
동구1, 수성1-1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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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아트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성아트피아는 공연, 전시, 예술아카데미 3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은 무학산의 

이미지를 살려 전면에서 보면 학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형상이고, 옆모습은 현 위치에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배의 형상을 담고 있다.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바닥분수, 테마별로 심은 

조경식수 등으로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복합문화 공간인 한영아트센터는 20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콘서트홀,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구경할 수 있는 갤러리와 연회장, 세계 

100여 개의 도시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을 전시하고 

있는 종 박물관, 에디슨 축음기와 100년이 넘은 

SP레코드판을 전시하고 있는 축음기 박물관, 

브런치와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사진 : 한영아트센터 홈페이지 hyartcenter.co.kr

수성아트피아

한영아트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

수성아트피아앞 204, 403, 449, 814

INFORMATION

053-668-18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7

053-781-1100

2호선 대구은행역 4번출구

309, 403, 410(410-1), 609, 649, 840, 
939, 990, 수성4, 동구1-1

3호선 수성못역

INFORMATION

영남권 최대 규모의 시립미술관으로써 국내·외 전시

뿐만 아니라 각종 특강, 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미술작품 관람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  4월~10월 10:00~19:00 11월~3월 10:00~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입장료  성인 1,000 / 청소년·어린이 700 

전시교체기 무료 입장
사진 :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www.daeguartmuseum.org

대구미술관

수성패밀리파크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장년을 위한 미니축구장

(풋살),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노년층을 

위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의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있다.

물놀이장 운영  7~9월 
(12 ~ 17시 매시 정각부터 20분간) 

수성패밀리파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88-46
팔현마을 수성2

INFORMATION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053-803-7900

2호선  대공원역 5번출구(대구미술관 
순환버스 이용 / 30분간격 배차운행)

대구미술관 수성3, 수성3-1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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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야구전설로 1

2호선 대공원역 4번, 5번출구

100(100-1), 399, 900, 990, 991, 309, 349, 
449, 509, 609, 649, 724, 840, 849(849-
1), 909, 937, 939, 수성3(수성3-1)

INFORMATION

대한민국 최초의 8각형 다이아몬드형 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마운드를 본떠 만든 

다이아 모양의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원형 구장에 비해 많은 관람객을 수용

할 수 있고,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 공간을 국내 

다른 구장에 대비하여 넓히고, 관람석의 80%를 

그늘로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관중이 더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도록 관중석과 그라운드를 밀착시키고, 

가족 동반 관람객들을 배려하여 패밀리석과 

잔디석, 파티플로어, 모래놀이석 등 5천여 석의 

이벤트 석을 마련하는 등 관객이 보다 더욱 

친밀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친화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둥근 지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전 세계인을 한 지붕 안에 포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대구스타디움은 한국의 전통미와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도입하여 지붕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2002월드컵 축구 대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가상스포츠체험관, 스포츠기념관 등 온 가족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수성구의 대표 레포츠 장소이다. 또한 2019년까지 실업팀 훈련시설, 

선수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스타디움

2호선 고산역 2번출구 403, 604, 849(849-1), 939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INFORMATION

대구육상진흥센터
국내·국제 육상경기대회의 개최와 국가 

대표 육상 선수단 등의 전천후 전지훈련 

및 육상경기 전문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2013년 12월 건립된 국내 유일의 실내 

육상경기장이다. 숙소,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육상 

아카데미와 연계한 학교, 기업체 등 직장 

단위의 워크숍이나 연수 활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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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스포츠 체험(Ex-body 체형검사 및 진단, 맞춤형 운동서비스), 피부 진단 및 스킨케어, 

한방화장품 및 디퓨져 만들기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볼거리·살 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다. 수성구, 경산시, 대구시 등 지역 관광자원 및 우수 농특산물의 맞춤형 홍보물 및 

관광책자가 비치되어있으며, 다국어 홍보동영상이 상시 상영된다.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사전신청이 있는경우 주말·공휴일 운영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2호선 대공원역 4번출구

경기장네거리1  403, 603, 939

INFORMATION

수성구 체험시설

만촌동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테마별 맞춤형 

유료 체험(한복 입기, 다도(茶道)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2분 정도 거리에 모명재가 위치하고 있어 체험이 

끝난 후 바로 문화재를 방문할 수 있다.

대구스타디움몰 앞 서편광장에 조성된 한국

전통문화공연장은 꽹과리, 장구, 북 등의 농악 

시연 / 한복, 고깔 옷 체험 / 기타 민속공연 등이 

이루어지며, 스타디움몰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가벼운 체험이 가능

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2호선 대공원역 4번출구

경기장네거리1  403, 603, 939

INFORMATION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5

2호선 만촌역 4번출구

수성대학교건너 / 남부정류장2
100,(100-1) 349, 425, 427, 420, 449, 
724, 849, 937, 990, 수성2 

INFORMATION

수성구 한국전통문화공연장

탈의실 글로벌 교육장

대기공간 한방스포츠클리닉 관광정보센터 농특산물직판장

뷰티체험장



지하철 타고 수성구 한바퀴!

수성못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미술관

대구스타디움

수성구
한국전통문화

공연장

수성구
관광정보·체험
센터

전통문화체험관

삼성
라이온즈파크

수성패밀리파크

수성아트피아

한영아트센터

범어대성당

범어도서관

수성구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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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명재(慕明齋)는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물로 경산으로 가는 길목의 형제봉 기슭에 

있으며 1912년 두사충의 후손들이 그의 묘소 앞에 지은 것으로, 1966년 다시 건립하였다. 

두사충(杜師忠)은 임진왜란(1592년)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명나라 지략가로서 이후에 귀화 

하여 대구에 정착하였다. 그의 호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모명(慕明)’을 따라 건물 이름을  

지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우정의 상징으로 대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국 관광객

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1

2호선 만촌역 1번출구

수성대학교건너/남부정류장2
100,(100-1) 349, 425, 427, 420, 449, 
724, 849, 937, 990, 수성2 

INFORMATION

모명재

두사충 묘
명나라 지략가인 두사충(杜師忠)의 묘로  

모명선생두공지묘”라고 쓰인 비석이 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형제봉 기슭에 위치하여 

봉분 옆으로는 장군상과 조각상이 있고 

조선시대의 봉분과는 달리 중국 색채가 

묻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고모령비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는 고개라는 의미의 

고모령에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애잔한 

모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고모령비는 

떠나온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 

대중가요 "비내리는 고모령"의 진원지인 

고모령 고갯길 초입에 세워져 있다. 

영남제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8

망우당공원건너/앞
55, 55-1, 555, 156, 518, 651, 708, 
808, 814, 849, 북구3, 급행5

INFORMATION

영남제일관은 대구읍성의 남문으로 1870년 중수하여 성벽 위에 누각 4개를 세웠지만 1906년 

읍성과 함께 철거되었다가, 1980년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만촌동 망우공원에 중건되었다. 

이곳은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명소로 밤 11시까지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영남

제일관 앞에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인 영영축성비와 제5호인 대구부수성비가 있으며, 

인근의 만촌자전거경기장 부근에는 고모령비도 위치해 있어 관광객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주말 나들이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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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실은 계동 전경창(1532 ~ 1585)선생과 파계 

전백영(1345 ~ 1412)선생을 비롯한 옥산 전씨 가문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전경창은 

퇴계 이황 선생의 문인(門人)으로 대구지역에 

퇴계학(退溪學)을 처음으로 전파한 대구 유학(儒

學)의 개조(開祖)이다. 무동재는 당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내던 

재숙소이기도 하다. 1900년 처음 세울 때는 초가 

였으나 1978년에 지금의 건물로 다시 지었으며  

처음 이름은 파산재 또는 파재였다. 역락문(亦樂

門)을 들어서면 앞면 6칸, 옆면 2칸, 겹처마, 팔작

지붕으로 된 건물이 있다.

무동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안길 6-25

화성파크뷰앞/건너
240, 304, 405, 413, 449, 가창2, 급행2

INFORMATION

오천서원
조선 성종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744년에 

세워졌으며, 대구지역의 23개 서원 가운데 4번째

로 건립되었다. 야트막한 야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강당과 사당의 2개 영역으로 

분리 배치되어 있다. 향사(享祀)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강당 우측에 협문(夾門)을 두어 사당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당의 뒤편에는 

양희지선생을 추모하는 비석 5기가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안길 20

INFORMATION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407-4번지 일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후문건너
403, 609, 849-1, 939

INFORMATION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사직단이다. 사직단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인 사(社)와 곡신(穀神)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가리킨다.  

훼손이 심해 형태를 짐작하기 쉽지 않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단, 직사각형 담장, 제단 등을 

확인하였고 2006년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복원·정비된 사직단은  

2차 조성된 원형대로 하부구조를 보존하였으며, 상부 구조물은 과거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사직단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수성구에서는 2010년 부터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대구향교에서 제례집행을 하여 매년 음력 2월 그믐날 이곳에서 수성사직제를 

거행하고 있다.

노변동 사직단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인
자

, 
수

성
구

로
 가

자
! 

-
 문

화
재

  ○
 ●

   
 3

2
   

I  
3

3

이공제비 /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정확한 건축연도는 알 수 없으나 서당 

뒤편에 퇴계(退溪) 이황(李滉)과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강학유허비(講學遺墟碑)가 세워져 있어 150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690년에 서원을 창건하여 고산 

(孤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된 이후 1879년에 지방 유림들을 중심으로 

옛터에 강당만 다시 세워 고산서당이라 하였다. 작은 규모의 

소박한 교육공간으로 재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37길 39-3

성동마을앞/건너
849, 849-1

INFORMATION

고산서당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82번지 이서공원내 대구한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앞/건너 349, 가창2

INFORMATION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

이공제비는 조선시대 정조 때 매년 홍수해를 입고 있는 신천 물길을 사비를 털어 돌린 후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였던 대구판관(判官) 이서(李溆)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그의 공덕에 감동한 주민들이 제방이름을 ‘이공제’라 하고 

1797년에 이공제비를 세워 매년 향사를 올렸다.

원래의 비는 수성교 서쪽제방에 있었으나, 여러차례 장소를 옮기다가 현재의 장소에 이전 

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그의 업적을 영구히 기리고자 1805년에 또 다시 세운 이공제비

역시 같은 장소에 함께 보존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도 매년 정월대보름날 이서공 향사를 지내고 있다. 

이공제비와 나란히 서 있는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1889년 

세운 것으로 1888년에 큰 홍수가 있어 이공제 하류 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어 군수 이범선이 이공제의 

보수를 위해 주민 부담없이 국고로 수천금의 비용을 들여 단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자 주민들은 그의 공적에 보답하고자 

비석을 세웠으며, 2000년 신천대로변에 있었던 것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신천 주변에는 다양한 고대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지석묘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신천을 따라 분포하던 지석묘들은 근대화와 도시

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으며, 수성못 서편의 제방 

(堤防)인접한 곳에 있는 4기의 상동 지석묘도 훼손 

위기에 처하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지석묘의 

성격과 변천과정을 밝히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였고, 41기의 유구와 마제석검 2점, 마제석촉 

51점, 즐문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77번지, 501번지 일원

상동네거리 / 정화우방팔레스 
304, 401, 405, 413

INFORMATION

상동 지석묘군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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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무재는 벼슬도 마다하고 향리(鄕里)에 은거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한 하시찬 선생(1750~1828)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문인(門人)과 유림(儒林)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건물이다. 하시찬(夏時贊)은 

현재의 독무재가 있는 서쪽 50m지점의 독무암서(獨茂巖棲)라는 조그마한 재실을 짓고 기거(起居)

했는데,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 서인순 등과 유림에서 주동하여 학계(學契)를 만들고, 

독무암서를 현 자리에 건립한 것이다. 

상감입사는 쇠나 구리 등의 금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이나 은선을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전통적인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는데,  

당시에는 상감입사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귀족층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조선중기 이후부터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사를 

개발하여 일반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적 상감입사 기법을 전수받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 13호 상감입사장 김용운의 공방인 천미사는 일반 주얼리나, 

은다기·불교용품·전통장신구 등의 전통금속공예품 제작과 판매와 전공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속공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42길 31

효목네거리3 / 청기와주유소앞  55, 555, 156, 323(323-1), 518, 651, 708, (849)

INFORMATION

독무재 천미사(상감입사장 김용운)

하효자정려각
대구·경북 일원에서 가장 오래 된 정려각으로, 

1327년 고려 충숙왕이 이부시랑(吏部時郞)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지극한 효행을 듣고  

그가 살던 이 마을에 〈이부시랑하광신지려(吏

部時郞夏光臣之閭)〉라는 현판을 붙인 정문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부역을 면제

하도록 하였다. 이 정려비는 1781년 일제 때 

헐려 현 위치로 옮긴 것이며 1989년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08 

KT상동지사앞 / 건너  403, 410(410-1)

INFORMATION

국가무형문화재 제 35호 조각장 보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89-9

INFORMATION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8호

3호선 황금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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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힐링산책로

1900년경 진씨(秦氏)문중(門中)의 재실(齋室)로 건립된 한일(韓日) 절충식 건물이다. 정면과 마루 

등 대부분의 창호는 일제시대에 사용된 창호의 형태인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이고, 천장은 일본식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몄다. 이러한 방식은 1900년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통과 신문화의 융합을 볼 수 있는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의의 있는 건축적 

사료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길 19

상동시장앞  349 / 상동교1  가창2

INFORMATION

야수정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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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골

만보산책로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해 청계사 - 만보정 - 욱수정 -  

봉암마을 - 욱수골에 이르는 총 길이 10km 코스로, 

청계사를 지나 만보정을 거쳐 욱수정까지의 구간은 

풍경이 빼어나고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산림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성인 보폭인 80㎝를  

기준으로 딱 ‘만보’거리이며 산세가 완만하고 길이 

평탄해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다.

위치 대구스타디움 - 욱수골 구간 / 총 길이 10km 
소요시간 도보 4시간 정도

욱수골

욱수지

봉암사

욱수정

만보정

청계사

대구스타디움

봉암누리길

욱수골에서 욱수지, 봉암마을로 이어지는 약 3.5km의 

골짜기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있다. 산책로 옆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오부자 산소, 소바우, 눈물바우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장소들이 나타난다. 전망데크,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산세도 가파르지 않아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에 좋다.

위치 욱수골 - 봉암마을 일원 / 총 길이 3.5km
소요시간 도보 1시간 정도

욱수골은 산이 높지 않고 물이 맑아 가벼운 산행이나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맥반석이라 부르

는 장석 암반류가 많아 물이 맑고 빛이 날 정도라 하여 

 욱수(旭水)’라 부른다. 욱수골에는 공룡 화석지가 있고, 

불광사 앞으로는 두꺼비 산란장소로 유명한 망월지가 

있다. 매년 5월경 비 오는 날이면 부화한 새끼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유건산으로 대규모 이동을 감행하는 장관

을 연출한다. 

만보산책로와 봉암누리길 등의 산책로가 있다.

소바우

욱수지

눈물바우

봉암마을

봉암폭포공영주차장

오부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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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밭골 산림공원

진밭골은 애기봉 - 용지봉 - 병풍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깊은 계곡이 있어 여름철 휴식처로 

대구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진밭골 입구에 들어서면 또 하나의 휴식처인 산림 

공원을 볼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등산하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삼림욕장도 마련되어 

있다. 삼림욕장에는 야생화군락지, 치유의 숲, 운동시설물 등의 시설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산림욕장에는 창포, 원추리, 초롱꽃, 무늬둥글레 등 14종의 야생화 7천여 본이 심어져 있는 

야생화 군락지가 잘 조성돼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 순환 산책로와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소나무림이 힐링과 명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산191번지     3호선 용지역     급행3, 순환3, 수성1, 수성3, 524, 401

용지봉

천을산

정상부분이 용의 뿔을 닮아 용지봉이라 불리는 

이 봉우리는 해발 629m의 낮은 산으로 가볍게 

오르기 좋으며 정상에 오르면 아래로 수성구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용지봉 종주길은 

서쪽 지점인 수성못 입구의 삼풍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삼풍 아파트 - 법이산 - 배드민턴장 - 

애기봉 - 용지봉 트래킹은 길이가 5km남짓한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용지봉 - 감태봉(3km) 

- 성암산(4.5km)까지 연장하여 총 12.5km를 

용지봉 종주길로 부르며, 주변에는 다른 걷기

길도 많다. 용지봉에서 감태봉으로 가기 전에 

진밭골로 내려서면 욱수정과 만보정이 있다. 

욱수정 혹은 만보정은 용지봉 일대 걷기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천을산은 매해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등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다. 금호강변을 감상 

하며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천을산은 고산초등학교 북편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의 등산 및 운동장소로 인기가 좋다. 완만하게 이어진 등산로를 

20분정도 걸어 오르면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시지동 고산초등학교 뒷산     고산2동 주민센터 309, 349, 449, 509, 649, 724, 840, 909, 937, 수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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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명재 누리길

모명재 영남제일관

1 코스 형제봉길  
거리 : 3.39km / 소요시간 : 120분
모명재 - 형봉건강쉼터 - 그루터기쉼터 - 제봉 -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비 - 영남제일관

2 코스 모봉길 
거리 : 3.22km / 소요시간 : 100분
그루터기쉼터 - 동대사 - 모봉 - 어부바쉼터 - 

전우쉼터 - 고모역

3 코스 고모령길 
거리 : 1.85km / 소요시간 : 50분 고모역 - 

고모건강쉼터 - 여럿이 함께 만든 쉼터 - 제봉

4 코스 팔현길
거리 : 2.41km / 소요시간 : 60분
 금호강철새탐조대 - 수성패밀리파크 - 팔현마을 - 

갈림길 - ① 고모건강쉼터, ② 제봉건강쉼터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도심 속 쉼터,

그 길을 걷다.

모명재 누리길은 수성구 만촌동과 고모동을 아우르는 

길로 형제봉길, 모봉길, 고모령길, 팔현길 등 전체 

4코스, 10.87km에 이른다. 걷는 이들의 발자국과 

이야기가 차곡차곡 포개지는 모명재 누리길을 걸으며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고모강철새탐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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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 둘레길

1코스

6코스

2코스

3코스

5코스

4코스

1 코스 
두산동 청동기 유적 → 파동 오천서원
신천 선사유적 둘레길 코스

2 코스
효자 하잠동 지려비 → 독무재
조선조시절 대구의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코스

3 코스
고모령 노래비 → 성산재
고산서원이 소재한 고산에서부터 고모령까지의 
구릉지를 걸으며 금호강과 팔공산의 원경을 보는 
코스

4 코스
시지동 비석군 → 성동산성·성산봉수대
시지의 욱수천을 중심으로 구릉지와 들판에 산재한 
삼국시대 초기의 고대마을 유적을 탐방하는 코스

5 코스
수성못 → 잡살골 망월지
법이산 봉수대와 자양산 욱수산성을 연결하는 
등산 코스

6 코스
수륙지획주사 두사충 → 모하당 김충선
다문화 대구를 살펴보는 코스

수성구의
행사·축제



인
자

, 
수

성
구

로
 가

자
! 

-
 축

제
  ○

 ●
   
 4

6
   

I  
4

7

수성못

버스킹 공연(연중)

수성벼룩시장

FIVB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일시 매일(월요일 제외)

장소 수성못 포켓무대 3~4개소 

내용  전국 버스킹 실력파 예술인들의 즐거운 

공연을 수성못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 공연자 오디션 선발

일시 4~10월
장소 수성못 상화동산 

내용  참여주민이 부스를 신청하여 중고품을 

직접 판매하는 중고장터이며 수익금을 

30%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일시 7월경

장소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경기장

내용  다국적 팀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의 

비치발리볼 경기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수성못 페스티벌
일시 9월
장소 수성못, 수성아트피아, 들안길 일원 

내용  수성구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불꽃놀이와 푸드트럭 

등의 부대시설로 오감을 만족시킨다.

수성못 요트페스티벌 
일시 9월
장소 수성못 서편 수역 

내용  클럽 요트인들의 레이스 관람과 관객

들의 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8월말 ~ 9월경

장소 고모령 인근

내용  일제시대, 징병 가는 아들과 어머니의 이별 장소이자 가수 현인이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의 실제 배경지인 고모령 인근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효의 참뜻을 되새긴다.

 대구 고모령 가요제

국제재즈 페스티벌

일시 9월
장소 수성못

내용  유쾌한 재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으며, 

Rock·Folk·대중가요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수성구청 홈페이지(suseong.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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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5월경

장소 수성못 상화공원, 수성문화원   

내용  대구지역의 대표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 

으로 불리우는 이상화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상화백일장과 상화 

시낭송대회, 상화세미나, 문학의밤, 상화

유적답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상화문학제

일시 10~11월    장소 수성아트피아   

내용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음악회다.(무료입장)

일시 12~2월   장소 수성못 상화동산 

내용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얼음 

썰매장으로, 현장에서 썰매와 안전 

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수성사랑음악회 야외썰매장

 수성 건강 한마당  천을산 해맞이 행사

일시 7월경

장소 대구 스타디움 야외무대

내용  전문 의료진들의 의료봉사와 검진, 

건강상식 제공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체험 힐링 축제이다.

일시 매년 1월 1일
장소 천을산 해맞이 동산

내용  새해 소망성취 및 안녕을 기원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로 문화공연과 소망풍선  

날리기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상
기
 일

정
은
 변

동
될
 수

 있
으
니
 수

성
구
청
 홈

페
이
지
(w

w
w

.s
us

eo
ng

.k
r)
에
서
 확

인

관광투어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수성구청 홈페이지(suseong.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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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승 시노래 투어 1일차

대구의 커피 고유브랜드인 커피명가 라핀카를 

방문하여 커피스토리 투어와 커피명장 안명규 

대표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시음하고, 통기타 

공연을 즐긴다.

성장기 시절, 범어천을 보며 시인의 꿈을 키웠고, 

문학의 토대를 닦은 정호승 시인의 시비 ‘수선

화에게’가 있는 범어천을 시인과 함께 직접 둘러

보고, 지금은 변했지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시인

의 옛집을 찾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진다.

아치 형태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완성된 

범어대성당의 음악홀 방문

수성못 투어    수성구의 관광명소인 수성못 

주위를 산책하며 영상음악분수, 이상화 시화

거리, 버스킹공연, 호수야경 등을 감상한다.

커피명가(공연)

범어천탐방(정호승시비, 옛집) 

범어대성당 음악홀

범어도서관 시노래 콘서트

정호승 시인의 특강을 통해 시인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시노래 

콘서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정호승 시노래 투어 2일차

기도를 하면 한 번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

준다는 갓바위 투어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소나무림이 우거진 산림욕

장을 산책하며 피로회복과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찾는 

힐링의 시간을 가진다.

진밭골, 시동산 산책

갓바위 소원투어

웰니스 관광25선으로 선정된 

하늘호수 본사를 찾아 한방팩, 

삼푸·비누제작 체험을 한다.

문의 수성구청 관광과 053-666-4912

하늘호수 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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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먹거리타운

수성구 의료관광 투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구
숙박시설

의료기관 진료·검진·시술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산부인과 등

투어·쇼핑 

수성못, 근대골목투어, 사격장, 

서문시장 야시장, 동화사 템플스테이, 

백화점/면세점 등

우수한 의료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 문화 체험의 기회까지!
여성 / 노인 / 유학생 / 한류 팬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테마별 의료관광 프로그램과,

1박 2일 ~ 5박 6일 일정의 다양한 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수성구 의료관광 콜센터 +82-53-666-5200 / medicalsus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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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안길은 수성들 가운데 길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내  

중심가의 대형식당들이 도심의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들안길로 하나 둘 모여들어 먹거리

타운을 형성하였으며, 지금은 대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타운으로 발돋움하면서 수성구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들안길 네거리에서 수성못 방향(길이 2.3㎞) 주변 양측에 들어선 들안길은 

150여 개의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으며, 업체수 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한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는 독특한 맛과 쾌적한 시설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수, 해장국, 보쌈, 장어, 복어, 낙지 등 전문 음식점은 제각각 별미를 뽐내며 식도락가들의 

발길을 당기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    3호선 황금역    순환3, 순환3-1, 349, 400, 403, 410-1, 414, 414-1, 449, 564, 604

들안길 먹거리타운 범어천 먹거리타운 신천시장

범어 먹거리타운 그랜드호텔 뒷골목

수성구 신천시장 760m구간(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 도로변

에 위치하여 삼겹살, 족발, 치킨 등 다양한 110여 개 음식점

들이 성업 중이다. 특히 중독성이 강해 마약 떡볶이로 불리는 

신천떡볶이와 신천토스트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수성구 수성동4가    2호선 대구은행역 4번출구

 동구1, 동구1-1, 410, 410-1

범어지구대 옆 골목에서 범어천로까지 형성되어 

있는 먹거리촌이다. 범어네거리에 위치,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4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골목인 만큼 40년의 역사를 가진 만두

집에서부터 분식, 국수 등의 저렴한 가격대 음식

과 태국, 인도 요리 등의 다국적 전문점이 들어서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곳이다.

 수성구 범어1동    2호선 범어역 2, 3번출구   

 동구1, 동구1-1, 410,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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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광장

수성못 카페거리 & 먹거리타운

수성구 시지지구의 중심지이자 번화가로 도시철도 2호선 신매역과 인접, 접근성이 높아 

20~30대 젊은이들이 즐겨 찾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한 패밀리 레스토랑과 특색 

있는 외국 음식점들이 성업중이다.

 수성구 신매동    2호선 신매역 4, 5번출구  

 100, 100-1, 399, 900, 990, 309, 349, 449, 509, 649, 724, 840, 909, 937, 수성2

수성못 동편에 위치한 180여 개에 이르는 음식점

들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먹을거리의 즐거움

을 선사한다. 저렴한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음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간직한 통닭 및 막창 등의 음식점

들이 오랜 단골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    3호선 수성못역

 401, 410, 410-1, 449, 564

상 호 명 주  소 대표메뉴 문의·예약
※ 가나다 순

T.G.I.F 범어점 동대구로 333(범어동) 스테이크, 파스타 053-743-0321
가리산 삼계탕 들안로 61(상동) 삼계탕 053-762-3939
가창제일회어시장 파동로 3(파동) 회, 회덮밥, 물회 053-766-2232
가츠라들안길점&비빔밥남새 들안로 21-1(상동) 일식돈까스, 초밥, 규동 053-761-2611
감나무집 동대구로 80길 24(범어동) 백숙, 삼계탕 053-756-7755
감포은정복어횟집 국채보상로 180길 13(범어동) 복어회, 복지리 053-752-5271
개정시지점 달구벌대로 3188(신매동) 돌솥비빔밥, 냉면 053-795-7050
거송복어 신매로 4길 8-7(신매동) 복불고기, 밀복지리매운탕 053-793-1525
고국쌈 희망로 143(중동) 쌈밥 053-763-4831
고기서만나 신천동로 88길 55(수성동4가) 한우갈비살, 약선백갈비 053-756-8292
고봉갈비 동대구로 34(지산동) 돼지왕갈비 053-782-0092
곤지봉한우 들안로 31(상동) 육회 053-767-3378
구룡포막회아구찜 청수로 69(중동) 구룡포막회, 아구찜 053-767-8779
금강복어 국채보상로 910(범어동) 복찜, 복튀김, 샤브전골 053-752-7557
금강산흑태찜전문점 국채보상로 846(범어동) 흑태찜 053-755-2202
금산삼계탕 본점 들안로 49(상동) 삼계탕 053-761-9332
기황후삼계탕 동대구로 279(범어동) 백숙, 삼계탕 053-745-3500
길본참치 용학로 150(지산동) 참치회 053-783-0003
김실장참치식당 무학로 101(두산동) 참치회 053-766-5252
김태근한방갈비 시지점 달구벌대로 3213(신매동) 돼지갈비, 돼지갈비찜 053-793-3200
꽃돼지 생삼겹 무한리필 무열로 69(만촌동) 생삼겹(무한리필) 053-794-9991
꽃마름 달구벌대로 3162(노변동) 샤브샤브, 샐러드바 053-792-7757
낙지참하제 화랑로2길 106(만촌동)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전골 053-742-4455
날마다좋은집 달구벌대로 2819(이천동) 한우등심, 영양누룽지정식(점심) 053-766-4111
남강회초밥 들안로 17(상동) 초밥정식, 회정식 053-767-2233
남다른감자탕 수성점 달구벌대로 2344(수성동3가) 감자탕, 뼈해장국, 뼈찜 053-751-2110
남다른감자탕 시지점 달구벌대로 641길 7(매호동) 감자탕, 뼈해장국, 뼈찜 053-791-2110
남도명가 들안로 40(두산동) 남도 한정식 053-768-9292
내안에 무학로 85(두산동) 회전초밥 053-766-0760
놀부보쌈&부대찌개 시지점 고산로 100(신매동) 보쌈 053-793-7111
누리마을감자탕 들안길점 들안로 42(두산동) 감자탕, 뼈해장국, 뼈찜 053-765-0702
누리마을감자탕 수성점 달구벌대로 2273(수성동4가) 감자탕, 뼈해장국, 뼈찜 053-754-7544
뉴욕바닷가재 대구본점 상록로 12(범어동) 바닷가재 양념구이 053-765-5200
다가해장국 전주콩나물국밥 무열로 65(만촌동) 콩나물국밥 053-742-6090
다담뜰한식뷔페 달구벌대로 2577(만촌동) 한식뷔페 053-742-0556
담김쌈 대구본점 무학로 77(두산동) 쌈밥 053-568-1300
대경한정식 동대구로 12길 12(지산동) 한정식 053-761-3161
대동삼계탕 들안로 163(중동) 삼계탕 053-763-6929
대륙회초밥 들안로 99(상동) 모듬회, 초밥정식 053-766-8958
대박집 중동점 수성로 267(수성동1가) 대패삼겹살 053-761-9500
대정옥 달구벌대로 2336(수성동3가) 한우국밥, 곰탕 023-752-5454
도토리흑돼지 수성로 282(중동) 흑돼지 053-764-8999
독도참가자미회 들안로 175(중동) 참가자미회 053-762-5454
돌고래일식 상록로 5(범어동) 자연산 회 053-741-5588
동보성 달구벌대로 2483(범어동) 짜장면, 짬뽕, 위기삼정 053-742-6888
동봉숯불구이 범어천로 128(범어동) 소막창, 막구이, 생삼겹 053-751-3668
동수미꾸라지 들안로 1길 10-16(상동) 추어탕, 메기매운탕 053-761-7723
동양수산 용학로 157(지산동) 참치, 연어, 광어, 마약게내장구이 053-781-9280
동해회참가자미 들안로 44(두산동) 활어회, 회케이크 053-765-2009
뚜레박 들안로 90-1(두산동) 어죽, 어탕국수 070-4404-4708
뜰 교학로 7길 7(만촌동) 육회, 생고기 053-752-5282
루엔타이 무학로 105(두산동) 팟타이, 똠양꿍, 쌀국수 053-766-6114
만복집 상록로 2길 6(범어동) 밀복영양탕, 밀복샤브전골 053-742-4700

수성구 음식점 안내 2017.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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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주  소 대표메뉴 문의·예약
※ 가나다 순

맛있는영자씨네 청수로 99(황금동) 송탄부대찌개, 석쇠불고기, 고등어구이 053-765-9997
무무스 용학로 13(상동) 뉴욕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053-762-7555
무영쌈밥 들안로 219(중동) 쌈밥정식 053-768-3887
묵돌이구이 들안로 27(상동) 생고기, 육회 053-767-9233
미강횟집 달구벌대로 2346-3(수성동3가) 회 053-744-8811
미담국수 고모로 142(가천동) 닭계장국수, 메밀검정콩국수 053-792-0119
미성복어불고기 들안로 87(상동) 밀복불고기 053-767-8877
미정숯불갈비 달구벌대로 522길 15-11(만촌동) 왕갈비, 한우불고기 053-743-6656
민수사 들안로 19(상동) 회, 초밥 053-768-2727
바르미스시뷔페 무학로 78(두산동) 초밥뷔페 053-764-0029
밥도둑 들안로 104(두산동) 간장게장, 양념게장 053-763-7662
벙글벙글식당 지범로 39길 11-12(범물동) 대구식 육개장 053-782-9571
복어잡는사람들 황금점 동대구로 209(황금동) 복어불고기 053-762-0707
본가안동국시 희망로 216(황금동) 안동국시 053-763-6633
본죽범어점 달구벌대로 2474(범어동) 전복죽, 낙지김치죽 053-744-6288
본죽중동교점 청수로 11(중동) 전복죽, 낙지김치죽 053-764-6288
부림산채 국채보상로 949(만촌동) 산채정식 053-744-8985
불칸 동대구로 8길 9-16(지산동) 그릴큐브스테이크, 파스타 053-768-7670
비원 청수로 73(중동) 한우갈비, 한정식 053-742-3355
뼈나루감자탕 동대구로 2(지산동) 감자탕, 뼈해장국, 뼈찜 053-762-8900
살맛나는집 희망로 137-1(중동) 한우 생갈비살, 꽃등심 새우살 053-761-0008
삼교리동치미막국수 동대구로 80(지산동) 동치미 막국수, 메밀전병 053-761-3392
삼수장어 신천동로점 신천동로 442(수성동4가) 장어구이, 장어정식 053-745-7800
삼수장어 두산오거리점 무학로 123(두산동) 장어구이, 장어정식 053-745-7800
삼시세때 돼지국밥과보쌈 동대구로 293(범어동) 돼지국밥, 수육 053-744-9326
삼천궁 동대구로 293(범어동) 한정식 053-744-9500
삼태육경 동대구로 41(두산동) 참가자미 전문점 053-764-9500
상락식당 동대구로 74안길 2(범어동) 한정식 053-742-1133
새나라참숯갈비 고모로 120(가천동) 돼지통갈비, 돼지모듬구이 053-792-9800
샤브향 대구신매점 달구벌대로 3223(신매동) 샤브샤브, 월남쌈 053-795-4100
서태후 용학로 25길 46(두산동) 중화요리 053-784-2259
서화순간바지 청수로 102(두산동) 김치전골, 고추장불고기 053-767-6666
석정민물장어 동대구로 385(범어동) 장어구이, 장어정식 053-755-5758
성림복어 들안로 7(상동) 복불고기, 복매운탕 053-764-1122
소백축산식당 무학로 17길 14-10(두산동) 한우갈비살 053-764-8567
수목은갈치정식 지범로 23-1(두산동) 갈치정식 053-768-0440
승정원한우 들안로 73(상동) 꽃등심, 안창살 053-761-0909
신안동갈비 용학로 25길 26(두산동) 안동갈비 053-783-2234
신짜오 수성못6길 20-6(두산동) 쌀국수, 팟타이 053-765-6544
신촌닭불백 동대구로 237(범어동) 닭불백, 닭불고기 053-473-4331
아라한참치 들안로 41(상동) 참치회 053-762-6633
아사다라 용학로 116-12(두산동) 한정식 053-765-9999
아씨애만찬 용학로 156(지산동) 보쌈, 냉채수육 053-783-3353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황금점 동대구로 219(황금동) 스테이크, 파스타 053-768-7011
아주특별한해장국 용학로 145(두산동) 선지해장국 053-783-5680
아트리움 국채보상로 186길 151(범어동) 스테이크, 랍스터 053-754-3111
안압정갈비식당 달구벌대로 2507(범어동) 한정식, 한우안살, 양갈비 053-743-3369
양포수산 들안로 143(중동) 대게, 독도새우 053-567-6602
어반나폴리 동대구로 26(지산동) 나폴리피자, 스테이크, 파스타, 리조또 053-761-1184
어부와통영바다 들안로 93(상동) 회정식 053-762-0002
에스파냐 달구벌대로 2421(범어동) 빠에야, 샹그리아 053-622-2295
연경반점 수성로 222(중동) 전가복 053-763-5988
열무밭에돈 수성로 52(상동) 생삼겹살, 열무비빔밥, 열무국수 053-764-5321

수성구 음식점 안내 2017.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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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영화 들안로 5(상동) 육회, 육회비빔밥 053-766-5552
예궁 희망로 185(황금동) 중화요리 053-763-0293
예전애서울칡냉면 고산로 18길 15(신매동) 칡냉면 053-791-4288
오리학교 용학로 68(두산동) 생오리 생소금구이 053-761-9944
오징어스타 들안로 401(범어동) 산오징어, 산오징어순대 080-085-5555
와촌손칼국시 만촌점 만촌로 107(만촌동) 손칼국시, 수육 053-741-3366
우리소가든 청수로 61(중동) 한우숯불구이 053-768-1818
울릉도 청수로 96(두산동) 해물탕 053-764-0058
울진대게 명덕로 450-1(수성동3가) 홍게 무한리필 053-765-8556
울진참가자미 들안로 297(수성동2가) 참가자미회 053-744-5890
울진회직송 명덕로 437(수성동3가) 도다리물회 053-745-1470
유성명가 국채보상로 826(범어동) 흑태찜, 코다리찜 053-753-1910
이화수전통육개장 수성점 수성로 354(수성동2가) 육개장 053-743-7787
자인한우촌 동대구로 60(지산동) 한우스페셜, 한우갈비살 053-765-1577
자작나무 달구벌대로 512길 4(범어동) 흑태찜, 아구찜 053-741-0078
잠실돈가스의집 동대구로 82(지산동) 돈가스, 생선가스, 함박스테이크 053-766-5467
전원숯불 용학로 129(두산동) 돼지고기 숯불갈비 053-768-0003
전통맛칼국수 동원로 8(만촌동) 칼국수, 찹쌀수제비 053-756-5896
정든숯불 범어천 범어천로 131(범어동) 한우갈비살, 한우꽃등심 053-719-4545
정아칼치 들안로 102(두산동) 갈치찌개, 갈치구이 053-768-9277
진가원전주콩나물국밥. 묵사발전문점 지범로 31길 23(지산동) 콩나물국밥 053-783-0110
진밭골안영감식육식당 지범로 300(범물동) 한우숯불구이 053-784-9934
쭈꾸미낙지볶음전문점 대성 달구벌대로 2637(만촌동) 쭈꾸미볶음, 낙지볶음 053-746-9288
착한낙지 수성점 무학로 200(지산동) 낙지볶음덮밥, 연포탕, 낙지전골 053-764-1117
착한어탕 청솔로 22길 36(범어동) 어탕, 어탕국수 053-767-9288
참한상 유니버시아드로 330(욱수동) 쭈꾸미볶음 053-795-5600
창해물회식당 무학로 107(두산동) 물회 053-761-2900
청림원 달구벌대로 496길 40-2(범어동) 한우, 한정식 053-742-9700
청정 들안로 45(상동) 모듬회 053-768-6969
충무로양곱창 들안로 92(두산동) 양구이, 대창구이 053-766-1141
충무해물탕 화랑로 86(만촌동) 해물탕, 해물찜 053-745-1111
카운티마켓 용학로 118(두산동) 뷔페 053-767-6588
콩지쌈밥 용학로 36길 4(지산동) 쌈밥 053-784-3443
타지마할인코리아 달구벌대로 3224(신매동) 인도요리 053-795-1686
팔공산호박오리 수성점 팔현길 130 호박오리, 오리샤브샤브, 훈제바베큐구이 053-794-5289
편대장영화식당 대구범어점 동대구로 291(범어동) 육회, 소금구이, 주물럭 053-744-2655
편철권팔공한우 청수로 91-6(황금동) 모둠갈빗살, 등심 053-761-1872
폴인샤브 범어점 동대구로 273(범어동) 샤브샤브 053-768-1771
폴인샤브 시지점 고산로 106(신매동) 샤브샤브 053-792-6004
푸주옥 동대구로 136(황금동) 곰탕, 설렁탕 053-761-6804
풍국면 들안길점 무학로 93(두산동) 별표국수, 꼬막해초비빔밥 053-764-3456
풍기삼계탕 들안로 58(두산동) 삼계탕 053-761-1398
하나참치 들안로 80(두산동) 참치요리, 전복코스요리 053-764-8822
한국인의밥상 들안로 105(상동) 한정식 053-767-0078
한우반마리 들안로 129(중동) 한우 갈비살, 안창살 053-761-6168
한티불낙식당 들안로 13(상동) 육회탕탕이, 낙지전골 053-766-2580
해덕한우 동대구로 78(지산동) 한우갈비살, 안창살, 양념갈비살 053-768-7007
행복한날 들안로 167(중동) 한정식 053-763-3651
형제옛날불고기 지범로 46(두산동) 옛날불고기 053-784-8880
호남정한정식 들안로 24(두산동) 한정식 053-767-9555
황장군 들안로 25(상동) 갈비찜, 갈비탕, 냉면 053-765-2525
황태성 동대구로 74길 47(범어동) 황태정식 053-751-3367
힘내라고 달구벌대로 3300-1(신매동) 고기뷔페 053-79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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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味

대구육개장

뭉티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논메기매운탕

동인동찜갈비

복어불고기

얼큰하고 화끈한 대구만의 맛을 

대변하는 대구 향토음식의 대표

적인 음식으로, 처음에는 국에 

밥을 말아 팔던 음식이었으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국과 밥을 

따로 담아 팔기 시작 하면서 

따로국밥이 생겨났다.

적당히 숙성된 생고기를 뭉텅

뭉텅 썰어낸 뭉티기는 대구가 

원조이다. 고기에 양념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자체 풍미가 있어 

싱겁지가 않으며 양념장은 감

칠맛을 더하고 육질의 쫀득함과 

부드러움의 복합적인 맛을 낸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면 요리로 

안동의 건진국수와는 다르며, 

밀가루와 적당한 양의 콩가루를 

섞어 얇고 널찍하게 밀고 겹쳐 

가늘게 채 썬 다음 사골, 해물이 

들어가지 않고 진하게 우려낸 

멸치 다시에 넣고 끓인 것이다.

내륙지방인 대구에서 80년대 

이전에 활어 대신 삶은 오징어, 

소라, 논고둥, 아나고 등을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어 버무려 낸 

무침회를 만들어 먹었으며, 40여 

년 전부터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명물 음식이다.

70년대에 대구에서 처음 개발된 

얼큰하고 매운 대구식 볶음 우동

이다. 고운 고추가루와 마늘의 

매운 양념을 기본으로 그 위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하여 센 불에 바로 볶아내는 

국물 없는 음식이다.

살아 있는 메기를 다시마와 무로 

우려낸 육수에 마늘,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 얼큰하게 끓인 매운탕

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과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인 대구식 매운탕으로 여기 

수제비를 넣어 먹어도 별미이다.

70년대 중구 동인동 주택가에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푹 익힌 

소갈비를 담아 매운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로 양념하여 비벼먹던 

것이 그 시작이며 타지역 갈비찜

과는 달리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다.

복어 살을 콩나물과 매콤한 양념

으로 버무려 불고기 식으로 볶아 

먹는 음식이다. 20년 전 대구의 

식당에서 개발했으며 부드럽고 

매운맛이 특징인데, 쫄깃쫄깃

하면서 담백한 맛으로 달착지

근하면서 감칠맛이 있다.

납작만두

막창구이

기존 중국만두의 느끼한 맛을 

제거하고자 60년대 초 식물성 

만두소를 넣어 만든 만두이다.  

얇은 만두피에 당면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물에 한번 삶은 

후 구워서 간장을 뿌려 먹는데, 

이는 대구에만 있는 것이다. 

막창은 소주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안주로서 소의 네 번째 

위인 홍창을 연탄이나 숯불에 

구워 특별한 된장소스에 마늘과 

쪽파를 곁들여 먹는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추세이며, 

돼지막창도 즐겨 먹는다.

  수성구
 숙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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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그랜드호텔은 대구 교통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현대적 시설과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고 있다. 150개의 객실과 예식 및 다양한 연회행사를 

위한 다목적의 연회장들을 갖추고 있다.

그랜드호텔 특1등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053-742-0001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09, 323, 323-1, 309, 420, 420-1, 425, 

509, 609, 649, 724, 840, 814, 939, 급행3, 
순환2, 순환2-1, 가창1, 수성1, 수성1-1 

INFORMATION

  수성구
 숙박안내

특급호텔

호텔수성은 수성못과 대구도심 전경이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1960
년 1월 30일 수성관광호텔로 오픈하였으며, 1988년에는 88서울올림픽 대구 선수촌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1일 호텔수성으로 재정비 하여 2013년 12월 특급 호텔로 지정

(대구광역시 관광호텔업 등록 제1호)되었다. 여러 부대시설과 도심안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함께 법이산 초입에 자리잡고 있어 맑고 상쾌한 환경을 자랑한다.

호텔수성 2성
대구 수성구 용학로 106-7

1899-1001

3호선 수성못역

814, 401, 410, 급행1

INFORMATION

수성못 인근에 위치한 아리아나 호텔은 감각적이고 편안한 실내장식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로 비즈니스 고객과, 가족단위의 고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호텔아리아나 1등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7 

053-763-9000

3호선 수성못역

수성1, 수성1-1, 수성3, 수성3-1, 814, 204

INFORMATION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공기속에 342개의 객실, 컨벤션홀, 파이프 오르간 

등 최신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2001년 개관한 대구 최초의 특1급 호텔이다. 웨딩, 연회, 레스토랑, 

휘트니스, 카지노, 비지니스센터, 스페인 문화센터, 아케이드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호텔인터불고 대구 특1등급

518, 651, 708, 814, 849, 849-1, 급행5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INFORMATION 053-602-7114

호텔 라온제나는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4개의 안락한 객실과 웨딩홀과 연회홀을 보유하고 

있다. 레스토랑, 키즈카페, 타이 맛사지, 편의점, 휘트니스센터, 커피매장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호텔 라온제나 4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053-718-7000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2호선 범어역

234, 323, 323-1, 413, 509, 814, 순환2-1, 
동구1-1, 순환2, 동구1, 수성1-1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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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업체명 주 소·문 의 비  고

2월호텔 황금점
동대구로 165

053-764-2200 

영어, 일본어 가능

2012년 일반호텔로 지정

조식서비스

마이더스호텔
상록로 4

053-752-6270 

2012년 일반호텔 지정

조식서비스 

엑스게이트호텔
동대구로 25길 37

053-766-1121 

2012년 일반호텔로 지정

2012년 5월 리모델링

조식서비스

영어 가능 

제이비프리미엄
호텔

청수로 26길 64

053-768-2203

6가지 단계 객실

조식서비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 

줄리엣
청수로 26길 10

053-765-9194
영어 가능

로미오
청수로 26길 8 

053-764-3800 

무인모텔

영어 가능

캐롯
동대구로 25길 11

053-765-3788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

렉스모텔
동대구로 25길 22

053-763-1137 
영어 가능

O2 모텔
동대구로 15

053-765-6301

건물 내 1층 편의점 

2011년 말 리뉴얼

영어 가능

2월호텔 수성점
청수로 67

053-765-0600 

조식서비스 

팩스 송수신 가능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

탑모텔
상화로 131-10

053-768-5050

2014년 4월 올 리모델링 

영어 가능

수성구 숙박업소 안내(그린스텔)
사 진 업체명 주 소·문 의 비  고

에스모텔
청수로 24길 29

053-761-8472 

지하 유흥시설

마일리지 서비스

(숙박 7회당 1회 무료이용)

탑365
청수로 25길 25

053-766-1088 
전객실 인터넷, 와이파이가능

프라임
동대구로 25길 25

050-5068-0501

전객실 PC와 무료영화,

와이파이 가능

폭스모텔
청수로 126-36

053-763-1226 

팩스, 복사 서비스

빠른인터넷, 

방음이 잘되어있음

젠모텔
상화로 131-15

053-766-7700 

2011년 리모델링

넓은 주차공간

영어 가능 

수성스테이
용학로 25길 16 

053-781-3366

2012년 리모델링 

영어 가능

힙모텔
청수로 24길 87

053-768-9300  

들안길 인접

영어, 일본어 가능

첫눈
상화로 131-3

053-763-1788  

팩스, 복사 서비스

영어 가능

다이아나
청수로 26길 20

053-761-0757 

옷 다림 서비스

영어 가능

꾸띠모텔
상화로 131-7 

053-765-9753 
2011년 리모델링

J모텔
수성로 18 

053-764-1170 

2013년 리모델링

영어 가능 

오렌지 모텔
용학로25길 14

053-762-8828 

커피와 토스트 24시간 제공

영어 가능

2017. 12. 31. 기준 



상 호 명 주  소 문의·예약
※ 가나다 순

BIS호텔 청수로 25길 28 053-761-5551

CF모텔 동대구로 64 070-7797-0574

G모텔 동대구로 15길 28 053-765-0038 

LOOK 동대구로 25길 24-1 053-761-6000

TALK 청수로 25길 16 053-761-7712

R2모텔 청수로 26길 24 053-761-5088 

강림장 파동로 48길 1 053-763-5275

굿데이모텔 상록로 22-4 053-753-0884

노블레스 동대구로 25길 24-3 053-764-1790

뉴골드장모텔 달구벌대로 2546 053-751-0339

드라마모텔 수성로 258-1 053-764-1777

로망스모텔 상화로 129 053-763-5100

로잔모텔 동대구로 70 053-766-0336

리버사이드모텔 신천동로 34 053-764-0466

모텔블랑 청수로 26길 68 053-767-2045

몽 모텔 청수로 26길 54 053-765-6703

베르사체 동대구로 25길 24-8 053-768-3360

보잉호텔 희망로 221 053-764-1155 

볼보모텔 동대구로 25길 46 053-764-5519

빅쇼모텔 청수로 26길 66 053-766-5534

사이버모텔 만촌로 1길 31 053-754-1494

상록수모텔
수성구 노변로 11
노변대백아파트 053-794-1999

#(샵)모텔 용학로 25길 48 053-784-6633

석경탕여관 수성로 224 053-765-2003

소유모텔 동대구로 25길 21 053-766-5540

송림장 수성로 4 053-768-6662

아싸모텔 용학로 141 053-782-8500

상 호 명 주  소 문의·예약
※ 가나다 순

아우디모텔 청수로 25길 26 053-768-5551

아이 모텔 수성로 21 053-764-3535 

오모텔 수성못2길 20 053-768-7770

앰페라모텔 상록로 38 053-746-5888

에바스모텔 화랑로 132 053-756-9516

엘레강스 동대구로 115-5 053-762-6373

엘리제호텔 동대구로 121 053-761-3234

엠투고모텔 동대구로 15길 27 053-761-9090

올래모텔 용학로 123 053-762-0011

원빈장 화랑로 202 053-954-9945

유리성모텔 상화로 131-13 053-768-7755 

유림여관 신천동로 268-1 053-763-4657

자야모텔 수성로 205 053-762-0399 

제이비프리미엄 청수로 26길 62, 2,3층 053-768-2202

조은모텔 수성로 276 053-763-1116

줌모텔 청수로 25길 22 053-761-0856 

코리아나 동대구로 25길 34 053-768-1008

콜모텔 동대구로 15길 30 053-761-2273

퀸즈텔 청수로 26길 56 053-765-1677

큐티모텔 청수로 26길 26 053-763-1007

타임모텔 청수로 25길 27 053-768-4602

포시즌모텔 청수로 26길 70 053-765-0828

프라임모텔 동대구로 25길 25 053-766-7695

피크니크호텔 지범로 28 053-768-7815

프라임모텔 동대구로 25길 25 053-766-7695

해피게스트하우스 동대구로 25길 24-11 053-767-1516

허니문모텔 청수로 25길 24 053-768-0110

황금호텔 동대구로 115 053-766-8012

수성구 숙박업소 안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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