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통제 안내 · 

4. 28(토)  ~ 4. 29( 일) 12:00~24:00

대덕식당 앞~삼성공원아파트 앞(구 앞산순환로)

차량 진입통제, 노선버스 우회 운행

410, 410, 달서4, 달서4-1, 달성2

대덕문화전당, 대명중학교, 대덕공영주차장,

안지랑골주차장, 남덕초등학교

통 제 시 간

통 제 구 간

통 제 내 용

운 행 버 스

임시주차장

시 간 4. 28(토) 4. 29(일)

13:00
~15:30 전통혼례 및 다도시연

15:30
~16:30

2018 앞산빨래터

아줌마 가요제 (예선)

앞산빨래터

사투리 대회

16:30
~17:30 문화콘서트

17:30
~19:00 개막식 리허설 가요제 본선 리허설

19:00
~22:00

빨래터의 밤Ⅰ

 남구합창단 공연
구민상 시상
내빈소개

빨래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복고파티

빨래터의 밤 Ⅱ

아줌마 가요제
시상식

초청가수 공연
피날레(레이저쇼)

메인무대

• 위풍당당 거리퍼레이드 

16:00~17:00, 맛둘레길 1km 구간

• 손빨래체험 및 빨래춤추기 

15:00~16:00, 빨래터공원(서편)

• 연계행사  복지한마당, 미미앤락, 도서관축제 

앞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남구사랑 봄 사진공모전

•  축제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료음료쿠폰 증정

주요볼거리

SNS이벤트

주요행사

※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味美 & 樂 ’식품산업전 남구 복지한마당

도서관 「BOOK」 축제

4. 28(토)~4. 29(일) 13시~21시

앞산 마실카페 주차장

5대 맛길, 위생관련단체 100명

남구 맛집 사진전, 남구 맛집 시식 및 판매, 

식중독 예방캠페인, 저염식 체험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홍보관, 피부미용 체험장, 

라이브공연 등

일 시

장 소

참 여

내 용 

• 그림독후감,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아이클레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체험 등

앞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4. 28(토) 10~15시, 대덕문화전당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생  문의 754-3506

남구사랑 봄 사진공모전

4. 2(월)~5. 18(금)

앞산, 공룡공원, 길 등에서 봄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

1인 2점 이내 남구홈페이지에 공모(1Mb 이하 jpg파일)

4. 28(토)

14:00~15:00 구연동화

15:00~17:30 사회자 진행

17:30 ~18:30 버스킹

4. 29(일)

14:00~15:00 마술쇼

15:00~17:30 사회자 진행

17:30~18:30 버블쇼

무대행사

무대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체험행사

길거리행사ㅣ로봇마차, 버스킹(버블쇼 외), 게임, 플리마켓

빨래한마당(빨래터공원)

위풍당당 퍼레이드

체험행사

메인무대

•전통혼례 및 다도시연 13:00~15:30

• 2018 앞산 빨래터 아줌마 가요제 

- 예선 4. 28(토) 15:30 / 본선 4. 29(일) 19:00 

- 총 상금 120만원

• 앞산 빨래터 사투리 대회 4. 28(토) 15:30 

- 전국 사투리 만담, 시낭송, 꽁트 등 

- 총 상금 60만원

• 빨래터의 밤Ⅰ(MC 이도현) 4. 28(토) 19:00 

- 남구합창단, 구민상 시상, 내빈소개, 빨래 퍼포먼스 

- 오프닝(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가람) 

- 초청가수(박상민, 이소량 등), 복고파티

• 빨래터의 밤Ⅱ(MC 한기웅) 4. 29(일) 19:00 

- 아줌마 가요제 본선 

- 초청가수(오승근, 박서진 등), 피날레(레이저쇼)

• 16:00~17:00, 맛둘레길 1km 구간

• 전문 및 일반팀 30여 팀 참여

•손빨래, 다듬이, 다도, 쑥떡쑥떡 체험

• EM / 비누만들기, 집게꾸미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6개

•주민복지욕구조사

•장난감 나눔 바자회[4. 28(토)]

나눔의 날 4. 28(토) 14~17시

• 개회식, 복지퍼포먼스, 키즈장기한마당,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나눔콘서트(초청가수 현상 등)

행복의 날 4. 29(일) 15~18시

• KBS 6시 내고향 ‘국민안내양’ 앞산 토크쇼, 

치어리딩,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행복콘서트(초청가수 이병철, 강수빈 등)

• 공룡화석 만들기, 아동소방체험, 장애체험,  

어린이 손 마사지, 풍선아트, 지문트리,  

달고나, 우리茶나눔, 씨리얼 등 45개

남구복지! 축제 속으로 들어가다

주최 / 주관  대구광역시 남구 /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자 진행 : 독서퀴즈, 룰렛, 소품게임


