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시간    2017. 5. 20 토  ▶ 5. 21 일  12:00~24:00
통제구간   앞산 대덕식당 앞~삼성공원아파트 앞(구 앞산순환로)

통제내용   차량 진입통제, 노선버스 우회 운행

운행버스   410(-1), 달서4(-1), 달성2

임시주차장   대덕문화전당, 대명중학교, 대덕공영주차장,

                안지랑골주차장, 대덕초등학교, 남덕초등학교

교통통제 안내

    거리 퍼레이드

   •맛둘레길 1km, 30개팀 2,000여 명 참여 

    체험 프로그램

   •손빨래 체험      •빨래춤추기      •천연염색

   •추억의 거리체험

    기타 프로그램

   •앞산길거리 문화공연          •남구복지한마당           

   •‘味美&樂’ 식품산업전         •로컬푸드 생생장터

   •플리마켓      •로봇마차      •버스킹 공연 등 

주요 볼거리

일자별 Program

시간 5. 20(토) 5. 21(일)

13:00
~

15:00

남구합창단 / 다도시연

전통혼례 체험

공연 / 다도시연

전통혼례 체험

15:00
~

17:00

우리 동네 가수왕(예심)

거리 퍼레이드

릴레이문화콘서트

빨래터 함께 즐기기

거리 퍼레이드

릴레이문화콘서트

빨래터 함께 즐기기

17:00
~

18:00

가수공연

크로스오버 공연

가수공연

마임&저글링

19:00
~

21:00

[ 빨래터의 밤 Ⅰ]
•개막식, 구민상 시상
•다양한 장르 공연
•초청가수 공연 
   (조항조, 박구윤 등)

[ 빨래터의 밤 Ⅱ]
•우리 동네 가수왕 열전
•초청가수 공연
   (박상철, 강민주 등)



 빨래터 한마당(앞산빨래터공원 무대) 

주요 행사 Program

주민화합 거리 퍼레이드(맛둘레길)

5. 20(토) ~ 5. 21(일) 16시

대덕식당 ~ 삼성공원아파트(약 1km)

30개팀 2,000여 명 

(전문 3개팀, 동 13개팀, 공모 14개팀 등)

팀별 특색 있는 복장으로 참여, 팀 홍보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일시

구간

참여

내용

남구합창단 공연 

        5. 20(토) 13시

빨래터의 밤Ⅰ

        5. 20(토) 19시

         개막식, 빨래널기 퍼포먼스, 

        구민상 시상, 초청가수 공연(조항조, 박구윤)

전통혼례식

        5. 20(토) 14시 / 5. 21(일) 14시

        전통혼례 체험

빨래터의 밤Ⅱ 

         5. 21(일) 19시 

         5. 20(토) 15시

        우리 동네 가수왕 선발 및 시상

        초청가수 공연(박상철, 강민주)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예심

내용

내용

내용

체험 행사(앞산빨래터공원 일원) 

• 손빨래·물지게 체험, 빨래춤추기

• 천연염색 체험

• 다도 체험, 다듬이 체험, 쑥떡쑥떡 체험

• 추억의 테마거리 운영

•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 로봇마차 운행 등

길거리 행사

앞산맛둘레길 ‘미미&락’ 식품산업전
         5. 20(토) ~ 5. 21(일) 11시 ~ 21시(맛 장터)

         5대 맛길, 위생 관련 단체 100여 명

         앞산 마실카페 주차장

      식품안전 홍보관(저염식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홍보관,  별미음식 전시 및 시식, 맛 장터 운영,      

         피부미용 체험장, 주민 속풀이 노래방 라이브 공연 등 

로컬푸드 생생장터
         5. 20(토) ~ 5. 21(일) 10시 ~ 20시

         앞산 맛둘레길 일원

앞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5. 20(토) 10시 ~ 15시 ※시상 | 별도시행

         고산골 공룡공원

         유치원생, 초등학생 ※문의 | 053)754-3506

앞산사랑, 봄(春) 사진공모전
         4. 3(월) ~ 5. 26(금)

          대구 앞산을 중심으로 봄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 

         1인 2점 이내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모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참여

장소

장소

내용

대상

장소

내용

연계 행사

제8회 남구복지한마당

5. 20(토) ~ 5. 21(일) 13시 ~ 21시

앞산 맛둘레길 일원(무대 : 어도감 주차장)

나눔의 날 [5. 20(토) 14시 ~ 17시]

•  개회식, 복지퍼포먼스, 100인 플래시몹, 문화공연 등

• 나눔콘서트(‘신고할 거야’ 설하윤 등)

행복의 날 [5. 21(일) 15시 ∼ 18시]

•  生生 우리마실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폐막 퍼포먼스 등

• 행복콘서트(‘보고싶다 내사랑’ 이병철 등)

주민참여형 -   고산골 공룡화석 만들기, 아동소방체험 
 시원한 부채 만들기 등 16개

먹거리제공형 -  사랑의 붕어빵, 팥빙수, 솜사탕, 
 팝콘 제공 등 10개

기념품제공형 -  어린이 손 마사지, 생명존중서약서, 
 정신건강OX퀴즈 등 9개

우리 지역 주민복지욕구 조사(체험부스 내)

장난감 나눔 바자회 [5. 20(토)]

대구광역시 남구 /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의 |  남구청 주민생활과 ☎ 053)664-2542, 2547

일시

장소

무대
행사

체험
행사

특별
행사

주최
주관

"나누면 행복, 함께해요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